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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황하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같은 고  왕국의 중 한 역할 중 하나는 하천

의 범람을 조절하고 가뭄에 비하는 치수(治水)기능이었다. 21세기 금융자본

주의 시 에 국가행정의 가장 중 한 역할 중 하나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현 판 치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경

향을 보이고, 금융규제 역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행정은 이

제 더 이상 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국제적인 공조 내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지구촌 전체를 파멸로 몰

아갈 수 있는 금융, 인구, 원자재 부족, 환경 같은 초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같은 범국가적인 정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행정조직을 비롯한 초국가적인 차원의 규제기관 및 행정조직에 

한 근본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러한 조직이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인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수의 국가

에서 특히 경제규제 영역의 행정조직이 취하고 있는 조직형태인 합의제 독립

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

행정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보이고자 하였다.

논문 제1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연원과 형성과정을 

검토하였다. 법학에 있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도그마틱과 판례, 비

교법적 고찰과 함께 중요한 법학 방법론이다. 또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등

장하는 규제개혁은 규제 및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에 한 역사적인 이

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역시 규제와 

관련한 역사적인 경험이다.

논문 제2장은 원론적인 고찰로서 독일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구성원리인 행



ii

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에 해 검토하였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비롯한 

행정조직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미국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인 데 반해, 독일

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라는 규정에서 도출되는 

민주적 정당성 원리는 단순한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이자 규범이

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제시하였고, 기능적 자치행정의 경우 조직

적․인적 정당성은 완화되는 신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통해 충분한 민주

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논문 제3장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두 가지 개념요소인 합의제와 독

립성에 관하여 독일의 규범적인 논의와 사실적인 논의를 다루었다. 합의제와 

독립성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엄연히 별개의 

개념요소이다. 그러나 행정 내부에 합의제 행정조직이 구성되면 통상 상급행정

조직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합의제는 독립성과 

맞닿아있다. 독립성의 내용으로 통상 조직적인 독립성과 기능적인 독립성을 거

론하는데, 기능적 독립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급행정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이다. 독일의 독립적인 행정청은 그러한 기능적 독립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고, 규범적으로는 장관의 지시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독립성이 구현되고 있다.

논문 제4장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완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인 책임성, 즉 절차와 통제 메카니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계서제 행정조

직의 경우 조직 내부의 절차는 보통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부규정을 통해 규율

되는 반면, 합의제 행정조직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법상의 규정과 

개별 법령을 통해 조직 내부의 절차에 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절차규범이 자기통제 메카니즘의 기저를 이룬다면, 행정감독



iii

을 주된 요소로 하는 행정내부통제, 공개에 의한 통제, 사법통제 등이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통제 메카니즘을 구성한다. 이러한 ‘제도화된 총체적 통제 메

카니즘’이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완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논문 제5장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인 책임성, 금융규제기구 모델 및 여

러 국가의 비교를 통해 우니라나 금융규제기관에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핵심적인 논변은 ‘국가의 권력에 해 국민은 효

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경제의 3  주체 중 가계

부문, 즉 일반시민이 금융시스템의 ‘최종 충격 흡수자’가 되는 현재의 금융시

스템에서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사변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금융행

정 영역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지도원리이자 근본

규범이다.

주요어: 합의제 독립규제기관, 민주적 정당성, 독립성, 책임성, 금융규제

학  번: 2010-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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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황하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과 같은 고  왕국의 중 한 역할 중 하나는 하

천의 범람을 조절하고 가뭄에 비하는 치수(治水) 기능이었다. 21세기 국가 

행정에서는 ‘돈이라는 물줄기’를 조절하는 것이 ‘현 판 치수(治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되짚어 보면, 금융 제도와 조세 제도를 통해 국가가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과거의 국가행정이 둑과 제방을 쌓아 강의 범람에 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국가의 행정기능임을 일깨워준다.

2014년 한민국 예산은 약 357.7조원이다. 그중 략 156.7조원 정도가 노

동, 복지, 보건, 교육과 같은 복지 예산인데, 이 부분은 국가가 특별히 돌보지 

않으면 ‘돈의 흐름’이 쉽게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1) 한민

국 1년 GDP가 약 1,400조 수준2)이므로 국가 경제의 약 25퍼센트 정도가 조

세, 준조세 및 기타 넓은 의미의 조세 제도를 통해 국가로 흘러들어갔다가 국

방, 경찰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부터 복지의 영역까지 다양한 행정의 모습으로 

흘러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일반정부 및 공기업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에 연금 및 퇴직수당 충당부

채 등을 고려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2,124조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하고,3) 가계

 1) 2014년 국가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웹페

이지 참조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section/section.html (2014.07.0
5. 최종 방문).

 2)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World Economic Outlook Dat
abase) 2014년4월 기준 참조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
a/index.aspx (2014.07.05. 최종 방문).

 3) 김영신/허원제,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 정책연구 2014-05, 한국경제

연구원 2014, 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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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 정부의 전체 부채가 3,783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존재한다.4) 국

민경제의 3  주체가 가진 ‘빚’이 GDP의 몇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금

융 제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조절한다. 행정법학은 일찌감치 조세행정 부문의 

중요성을 포착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해왔으나, 금융 영역에서

는 뚜렷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서도 크

게 다르지 않다. 은행법의 가인 로스 크랜스턴(Ross Cranston)은 비록 유럽중

앙은행(ECB)에 한 논쟁이 공법 법률가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긴 했지만, 한 

국가의 은행 시스템 핵심에 있는 중앙은행에 관하여 공법 법률가들은 거의 한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5)

제2차 세계 전 후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미국의 은행 시

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전파하였다. 당시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민국의 경우,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리서치 이코노미스트였던 아서 블룸필드(Arthur I. 

Bloomfield) 박사가 한국전쟁 이전부터 1960년  초반까지 중앙은행과 일반은

행,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및 법률 제정에 관하여 조언하였다.6)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7)가 이미 1950년 부터 한국을 비롯한 전 세

 4) 선정민, “기업ㆍ가계ㆍ정부가 진 빚 3783兆ㆍㆍㆍ 全국민 3년간 한 푼도 안써

야 갚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3/2014040300283.html 조

선비즈 2014년 4월 3일자 기사 (2014.07.19. 최종방문) 참조.
 5) Ross Cranston, Principles of Banking Law. 2.ed. Oxford 2002, p. 110.
 6) Arthur I. Bloomfield/John P. Jensen, Reports and Recommendations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Research Department, Bank of Korea, 1966 참조.
 7) 1989년 John Williamson이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이란 제

목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그는 Washington D.C.에 본부를 둔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 재무부(US Treasury)가 80년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재정 적자 감축, 
세제 개혁, 금리 인상, 외환시장 개방,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그러한 조치들이 개도국에 적합

한 것인지, 혹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후 ‘Washington 
Consensus’란 표현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의 또 다른 말처럼 사용되기도 하



- 3 -

계에 구축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8)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민국은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

월 29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법률 제

5490호로 공포하였다. 1998년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는 미국계 컨설팅업체인 

맥킨지(McKinsey)사의 자문을 받아 금융감독원 설립작업을 추진하였다. 국제부

흥개발은행(IBRD)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통합적 감독을 권고하여, 

1999년 1월 2일 42개 부서, 1262명 규모의 금융감독원이 출범하였다.9)

미국은 특히 20세기 후반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에 지 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바젤(Basel) 위원회 등이 주도

하는 금융 시스템 내지 금융행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체계를 이해하

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 내지 금융행정 체계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중앙은행

과 금융규제기관이다. 미국은 중앙은행의 기능으로서 연방준비은행(FRB), 금융

규제기관의 기능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을 설계하면서 독립행정청(Independent Agency)의 행정조직을 선택하였다. 유

럽의 륙법계 국가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러한 독립행정청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행정조직 형태이지만, EU 회원국이나 OECD 회원국 등 여러 나라들은 

중앙은행과 금융규제기관을 설계함에 있어 그 조직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10)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을 다루는 것

였다.
 8) Michele Alacevich/Pier Francesco Asso, Building up the Washington Consensus: 

Arthur I. Bloomfield as an Economic Adviser, in Robert Leeson (ed.), American 
power and policy, Basingstoke, Palgrave, 2009, pp. 243-266.

 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0년사 , 금융감독원, 2009, 19면 이하 참조.
1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signing independent 

and accountable regulatory authorities for high quality regulation, 2005, p.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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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첫째, 독일과 같은 륙법 체계 하에서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어떤 의의

를 지니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둘째,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에서 발생한 행정법 도그마틱은 다원화되고 

차별화된 현  행정조직, 특히 합의제 행정조직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여 

나타나는가.

셋째,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조직 형태를 띠고 있는 금융규제기관을 우리나

라의 법제 하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개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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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및 범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본의 잉여가 발생하는 곳에서 자본의 수요가 발생

하는 곳으로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각 국가별로 상이한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규제 

체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의 은행규제 체계는 략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국과 미국을 표로 하는 시장 중심

의 규제시스템이다. 둘째는 인도나 한국과 같은 국가 중심의 규제체계이다. 셋

째는 독일과 같은 겸영은행(universal bank) 중심의 규제체계이다.11) 이렇듯 금

융시스템의 유형과 특징이 다른 만큼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금융행정

의 방식과 체계, 법적 특성 역시 상이하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

고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진입을 통제하고,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규를 

제정하며, 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하는 등의 측면에서 기능적 유사

성을 지닌다. 비교법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서로 다른 법체계 하에서 동일한 기

능을 담당하는 법제도와 개념을 비교하여 파악하는 데 있다.12) 본 논문은 기본

적으로 그러한 비교법 방법론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시작한 규제 및 규제기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독일의 규제 행정조직을 고찰한다.

우리나라에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헌법적 관점에서 권력분립 논의를 중심으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검토하는 글이다.13) 둘째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우리나

11) Mauro F. Guilén/Adrian Tschoegl, Building a global bank: The transformation of 
Banco Santander, Princeton 2008, 5면 이하 참조.

12) 朴正勳,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 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 법문사, 2011, 481면 이하 참조.
13) 강승식, “미국에서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권력분립”, 한양법학  제13집, 2003; 고

민수, “독립행정위원회의 헌법적 정당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체계정당



- 6 -

라와 외국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법적 성격이나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글이다.14) 셋째는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 원리의 시각에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고찰하는 글이다.15) 본 논문은 독일 행정조직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합의제 독립규

제기관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발전시키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제 독

립규제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규제기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금융규제기관을 비롯한 경제규제기관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과는 일정 정도 분리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 회 발표논문집, 2005; 김상겸, “정부

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5;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경인문화사, 2013 등.

14) 최송화, “우리나라의 행정상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 특별

호 제2권, 1972; 김유환, “행정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독립규제위원

회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미국헌법연구  제5호, 1994; 정하명, “미국 행정

법상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 이광윤,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0
호, 2003; 김혜진, 프랑스법상 독립행정청에 관한 연구 –개념과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5; 조소영, “독립규제위원회의 전

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

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전훈, “독립행정청에 관한 소고 –

프랑스 독립행정청(AAI) 이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9집, 2010; 주
성, 미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 서울 학교 법

학석사학위논문, 2011; 서보국 외,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이성엽, “우리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행정법학  제6호, 2014; 최진욱, “미국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의 

위상과 시사점”, 행정법학  제6호, 2014 등.
15)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

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 2009; 이현수, “합의제 중앙행정관청의 조직법적 쟁점 –민주적 책임성

의 관점에서”,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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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른 하나는 3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조직이라는 점이

다.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더라도 어떤 조직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조직

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따라 그 기능의 내용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법학 연구성과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독일에서

조차도 이러한 조직법적 연구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행정조직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행정조직의 독립성 및 합의제, 그러한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약 1세기 전 규제법이 처음 등장한 

미국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형성과정과 미국식 규제시스템의 확산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는 법을 고찰함에 있어 법도그마틱, 법실무, 비

교법적 고찰과 함께 역사적 인식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그 이념의 발전과정과 

함께 실질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특히 미국의 규제법 및 규

제조직은 전체적인 체계를 조망하여 만들어낸 시스템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 

그때그때의 문제상황을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 실용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다. 따

라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독립규제기관의 개념과 내용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생하여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피는 것은 더욱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17)

16) 법학 방법론과 법학의 4차원에 관한 상세는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6면 이하 참조.
17)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의 연원과 역사에 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규제법의 역사적 관점에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형성과정을 정리하

였다. 라빈(Robert L. Rabin)이 지적하는 바 로, 100여 년이 넘는 규제법의 역

사를 제 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유행처럼 등

장하는 규제개혁 논의는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Robert L. Rabin, 
Federal regul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38 Stan. L. Rev. 1189, 1986 참조). 이
는 독립규제기관의 법적, 법외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100여 년 넘게 활용해 온 (법령을 통한) 규
제 방식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하고 형성되어 왔는가의 관점에서 합

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형성과정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규제 및 규제기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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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독일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그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리

인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다룬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 즉 독립규제위

원회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현 적 국가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을 중심축으로 하

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반면, 독일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이 권력분립이 아닌 행

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의 테두

리 밖에 있는 독립적 행정청 내지 기능적 자치행정을 독일 법학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중점을 둔다. 이에 관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정당성 사슬’(Legitimationskette)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

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독일 나름의 방식과 설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추후에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획득하는 독일의 방식 및 논거를 이루

는 행정조직의 일반론적인 배경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독립성과 함께 독립규제기관의 또 다른 특성인 합의제 요소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현  행정조직, 특히 규제 임무를 담당하는 행정조

직은 기존의 계서제 행정조직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조직으로 구성

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유럽연합의 행정기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행정조직의 일반원리와 함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도그

마틱적 특성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보충적 형태

인 책임성과 통제 메카니즘에 하여 고찰한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기존의 

일반적인 계서제 행정조직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 요구가 완화되는 신 절차

여러 역사적 문헌과 저술 이외에도 독일 공법학자 중 미국의 행정법 및 커먼

로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 올리버 렙시우스(Oliver Lepsius) 교수의 글은 륙법

적 관점에서 미국 행정법과 미국의 독립규제기관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참

고가 되었다(Oliver Lepsius, Verwaltungsrecht unter dem Common Law: 
Amerikanische Entwicklungen bis zum New Deal, Tübingen 1997; der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참조).



- 9 -

와 통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한다. 이에 하여 독일의 행정절차법과 

행정통제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책임성과 통제를 고찰한

다.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 독립성과 합의

제 논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인 책임성과 통제 메카니즘이 금융규

제기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다음, 금융규제기관의 모델에 관

한 논의,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

제체계 개편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의 행정법제, 특히 금

융규제 및 감독 행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를 보

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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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형성과정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5조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적인 경제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

회,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그 근거법에서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

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8) 륙법 체계의 국가에는 익숙치 않은 

이러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19세기 후반 미국이 고안해 낸 산물이다. 이는 

체계적인 제도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역사적 우연

성의 산물 내지 경험의 산물이다. 미국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형성과정은 

략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독립행정청이라는 새로운 조직형태가 당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되고 정착되는 시기이다(제1절 형성기). 둘째

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연방행정조직이 미비하고 입법과 사법을 중심으로 경

제규제를 수행해야 했던 역사적 상황에서 탄생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이 20세

기 초반 공황의 시기를 거치며 미국 규제행정의 중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

게 되는 시기이다(제2절 발전기). 셋째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기존의 경제규

18) 금융위원회의 근거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의 근거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

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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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함께 사회적 규제가 확산되고, 통령의 독립규제기관에 한 통제가 강

화되는 등 전환기를 맞게 되는 시기이다(제3절 전환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미국식의 법령을 통한 규제방식을 수용하고 도입

하면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주요국가에서 받아들여진다(제4절 미국식 규제

시스템의 확산).

제1절 형성기

I. 거대산업의 등장과 상이한 규제방식

오늘날 방송통신, 에너지, 금융, 기타 공공산업(public utilities)이 중요한 경제

규제 영역인 것처럼 19세기 후반 미국의 상황에선 철도산업이 정치, 군사, 경

제, 사회 영역을 관통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이자 규제의 

상이었다.19) 1830년 미국에 처음 등장한 중교통수단인 철도는 19세기 미

국의 발전과 함께 동부, 중부, 서부로 급속히 성장해 나간다. 19세기 중반 미국 

최초의 ‘거  산업’(big business)이었던 철도산업은 당시 미국 인구가 세계 전

체 인구의 5퍼센트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철도 레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그 규모가 막 한 수준이었다. 미국 각지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철도는 미국을 넘어 영국 및 유럽의 자금을 조달해 올 정도의 규모 있는 투자

처이기도 했고, 미국 각지의 물자와 사람을 수송하는 국가의 인프라이기도 했

으며, 남북전쟁 시에는 군인과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주요 군사시설이기도 했

다.20)

19)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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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부터 1차 세계 전 직전인 1916년까지의 약 50년 동

안 미국의 철도망은 약 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철도 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21) 그러나 그 와중에 특정한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하는 거 기업이 등장하고, 차별적인 요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며,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파산하는 철도회사들이 발생하여 많은 투

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등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 규

제는 이러한 시장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에 한 반성, 국가의 개

입과 조치에 한 요청으로부터 시작하였다.22)

이와 반 로 유럽 륙, 특히 독일에서는 철도 산업의 전개가 미국이나 영국

과 사뭇 달랐다.23) 철도 자체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부설하거나, 몇몇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의 철도 역시 국가의 특허(Konzession)를 통해 

운영되었다. 1860년 무렵 독일의 철도는 국영철도와 민간철도가 각각 절반 정

도를 차지하며 균형을 이루었는데, 프로이센을 비롯한 헤센, 멕클렌부르크, 작

센 주는 민영 철도를 운영하였고, 바이에른을 비롯한 바덴, 브라운슈바이크, 하

노버, 뷔르템베르그는 국영 철도를 운영하였다. 독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 미국의 철도산업에 한 자세한 논의는 John F. Stover, American Railroads. 2. 
ed. Chicago 1997 참조.

21) 미국의 철도망은 1865년 35,085 마일에서 1916년 254,037 마일로 증가하였고, 
비슷한 시기 미국의 인구는 약 3,570만 명에서 약 1억 340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에 관해 John F. Stover, op. cit., p. 96 참조.
22)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Oliver Lepsius, Verwaltungsrecht unter dem Common 

Law, Tübingen 1997, S. 70ff.; William Ripley, Railroads: Rates and Regulation, 
London 1912, p. 411 이하 참조.

23) 영국 철도산업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내용은 오건호, 영국 철도산업 민영

화와 철도 노사관계 변화 , 한국학술정보, 2006, 63면 이하;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철도산업을 비교한 내용은 Leo Wehrmann, Die Verwaltung der 
Eisenbahnen: die Verwaltungstätigkeit der preussischen Staatsbahn in der 
Gesetzgebung, der Aufsicht und dem Betriebe unter Vergleich mit anderen 
Eisenbahnen, Berlin 1913, S. 1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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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에 여러 주에서 민영 철도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과 같은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이

유는 프로이센을 필두로 국가의 특허제도가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허 제도를 

통해 국가는 민간철도회사에 철도운임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경쟁을 보존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이센 같은 국가는 1850

년 부터 경제적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민

간철도 라인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새로운 민간자금의 유입이 쉽지 않은 철도 

건설에 국가의 비용을 들여 지원했다. 1871년 독일 제국헌법은 철도를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였고, 가격통제나 철도건설 및 운영에 한 감독권을 독일제국

에 부여하였다.24) 1878년 경제위기(Gründerkrise) 이후 많은 철도회사가 파산하

면서 다수의 민간 철도회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국유화되었고, 1890

년 무렵에는 독일 제국의 주단위의 철도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1920년 주계약

(Staatsvertrag)을 통해 독일 연방철도가 건설되고, 1924년 ‘독일 연방철도회

사’(Deutsche Reichbahngesellschaft)가 설립됨에 따라 독일 연방 차원의 국가철

도 시스템은 완성되었다.25)

철도산업의 국유화라는 독일의 선택과 사고방식은 1879년 프로이센 국유화

법안의 비망록에 잘 드러난다: “근  문명국가에서 보여지는 철도의 모든 형태 

중에 순수한 국영철도 시스템만이 국가 철도정책의 임무, 국가영역 내에서의 

통일된 제어, 공익의 실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국영

철도 시스템은 철도 발전의 완결로 보아야 한다.”26) 이에 반해 미국은 국유화

24) 1871년 독일 제국 헌법 제41조-47조.
25)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89조-96조; 프로이센의 철도산업과 법제도에 관한 법

사학적 고찰에 관해서는 Roman Michalczyk, Europäische Ursprünge der 
Regulierung von Wettbewerb: eine rechtshistorische interdisziplinäre Suche nach 
einer europäischen Regulierungstradition am Beispiel der Entwicklung der Eisenbahn 
in England, Preußen und den USA, Tübingen 2010, S. 119ff.;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9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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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다. 민간 철도회사, 철도산업의 노동자, 일반 소

비자, 국내외 투자자,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새

로운 조직 형태인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이 생겨났다. 

미국의 철도규제 및 규제기관은 약 반세기 동안 규제와 규제기관의 실험무

였고, 20세기 초반에야 비로소 일반화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인정받으며 다른 

규제 영역에서 그 준거가 된다.

산업혁명의 표적인 상징물인 증기기관과 철도가 거 한 철도산업으로 발전

하고, 그 산업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에 지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은 그 영향에 한 반응 내지 새로운 문제에 한 해

결책으로 철도산업의 국유화를 선택했고, 미국은 새로운 행정법적 조직형태인 

규제행정청(regulatory agency)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은 향후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철도산업뿐만 아닌 방송, 통신, 에너지, 금융 등 경제규제의 제 영역

에서 미국과 독일의 서로 다른 출발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의 회원국 역시 20세기 후반 민영화와 유럽 통합의 영향 아래 규제행정법 

내지 경제행정법이 새롭게 부각되게 된다.

II. 영국과 미연방 주의 철도규제

행정위원회 형태의 규제 조직은 일찍이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의 각 주에

서 채택되었다. 1886년 미국 상원의 컬롬(Cullom) 위원회는 최초의 연방 규제

26) 1879년 10월 29일 첫 번째 프로이센 국유화법안 비망록 Alfred v.d. Leyen, 
Eisenbahnen (Allgemeiner Teil), in: Handwö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en. Bd. 
3. 4. Aufl., 1926, S. 568.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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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인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ttee)를 창설하기에 앞서 

영국의 철도 규제에 관한 입법과 영국의 위원회, 20여개 미합중국 연방주

(State)의 철도규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다. 1887년 주간통상위

원회의 창설은 이러한 초기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철도산업에 한 영국의 규제와 미연방 주의 경험은 독립규제위원회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27)

1. 영국의 철도규제

영국 하원은 1839년 철도의 독점적 운영에 한 영국 해운업자들의 고발에 

따라 최초로 철도산업에 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한 특별위

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철도의 자유 경쟁이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특별 위원회의 이러한 기 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경쟁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철도이용자를 비롯

한 중의 안전을 위해서도 충분하지 않음을 위원회 스스로 인식하였다. 따라

서 특별위원회는 공공규제가 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고, 그 통제

는 행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28)

특별위원회의 이러한 권고가 받아들여져 1840년 영국 의회는 철도규제법안 

(Railway Regulation Bill)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당해 법안에 따라 철도규제 

권한은 통상위원회(Board of Trade)에 부여된다. 통상위원회는 철도부서를 신설

하고 업무상 연관이 있는 통계부서 장의 감독 하에 둔다. 신설된 철도부

(Railway Department)는 감독자인 통계 부서장을 포함하여 6명 정도로 구성되

27) United States 49th Congress, First Session,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rstate Commerce, Washington D.C., 1886, p. 54 이하 참조.

28) Henry Parris, Government and the railways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London 
1965, p. 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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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러한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통상 위원회는 철도 규제를 

실제적으로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29)

1844년 의회 위원회는 철도규제를 재검토하였다. 당해 위원회는 종국적으로 

국가가 철도를 국유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이행기간으로 21년을 제안하였

다. 1846년 휘그당이 권력을 잡고, 의회는 입법을 통해 처음으로 독립적인 행

정심판소(tribunal)인 철도위원회(Commissioners of Railways)를 설립한다. 통상

위원회(Board of Trade)가 적절한 위상을 결여하고 있고, 그 업무가 서기

(Clerk)에 의해 수행된다는 비판에 응하여 철도위원회를 통상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켰다. 이러한 휘그당의 새로운 체계 하에서는 철도위원회에 한 효과적

인 통제가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철도위원회가 종전의 통상위원회보

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위원장이 이전의 통상위원회 의장

으로 교체됨에 따라 철도위원회의 독립성은 약화되었다. 1851년 의회는 철도에 

한 책임을 다시 기존의 통상위원회로 환원하였다.30)

1872년 영국 의회는 지난 40여년 간의 정부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철

도에 관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한다. 이전의 위원회와 마찬가지

로 합동 위원회 역시 과도한 경쟁이 결국 독점을 초래했고 입법적 규제가 필

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것은 장거리 열차

와 단거리 열차 간의 차별적인 가격과 높은 요금이었다. 합동위원회는 이에 

한 법적 처방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행

정심판소(tribunal)를 제안했다. “영국의 교통 이해관계를 감독하고‧‧‧ 철도와 

수로에 관한 법을 집행하고, 불만을 듣고 차이를 조절하고, 의회에 철도 입법 

29) 가령, 철도 부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신설되는 철도 라인에 한 조사

권인데 당해 철도라인이 안전하지 않음이 드러나도 행정 명령을 발부하여 개

통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Henry Parris, op. cit., 
p. 30 이하 참조.

30)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in. L. Rev. 1111, 2000, p. 112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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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을 조언하는”31) 것이 그것의 기능이었다. 합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회는 통상위원회에 있던 권한과 민원처리권한을 새롭게 창설된 철도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위원회 제도는 다양한 실질적 고려에서부터 도출되었다. 합동위원

회는 법원이 전문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철도요금의 적정성 문제에 잘 처

해 왔지만 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반 로 통상위원회에 해서는 전

문성은 갖추고 있으나 충분히 “사법적”(judicial)이지 못하다고 보았다. 또한 의

회의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배제되었다. 결국 해결책은 전

문적이고 상 적으로 영속적인, 심판권한을 가진 기구였다. 1886년 의회는 법

안을 발의하여 이름을 철도수로위원회(Railways and Canal Commission)로 바

꾸고, 철도회사로 하여금 운행시간과 요금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에 가

격통제권한을 부여하였다. 당해 법안은 1888년 통과되었고, 이는 유용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이 약 반 세기 동안 노력한 결과였다.32) 

2. 미국 연방주의 경험

초기 철도에 한 미국 주정부의 태도는 장려와 지원이었다.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주정부가 직접 국영철도를 운영하기도 했고, 주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

는 철도회사에는 신용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

게 되었고, 미국 동부,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에 한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규제 방법은 입법과 사법통제였는데, 1840년  후

반 및 1850년  초반까지 부분의 미국 주정부는 철도회사의 인가, 권리 및 

의무에 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일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한 법률 규정은 상당

31) United States 49th Congress, First Session,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rstate Commerce, Washington D.C., 1886, p. 58.

32)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in. L. Rev. 1111, 2000, pp. 1121-1122 참조.



- 18 -

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법의 집행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

고, 이러한 입법을 통한 의회의 직접적인 규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미 1850년 이전에 철도규제에 관한 업무에 있어 의회를 보조하기 위한 비상

설위원회가 생겨났다.33)

초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철도회

사가 인가서 규정을 제 로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기능이다. 1832년 코네티컷 

주는 철도 인가 후에 특별위원회를 창설하여 준법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고, 

1849년에는 최초의 상설 철도위원회를 설립했다. 둘째,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기능이다. 초기 철도는 준설 시 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

였고, 1844년 뉴햄프셔 주는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최초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셋째, 철도회사 및 그들과 거래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이다. 이러한 분쟁은 타인 소유 토지의 침범이나 철도 건설시 발생하는 손해 

등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지방법원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임시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립되었고, 1850년 뉴욕 주

가 이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넷째, 철도 요금과 서비스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이다. 1844년 로드 아일랜드 주가 그러한 목적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러한 초기 위원회는 체로 비상설 기구였고, 행정부의 일부가 아

닌 의회의 보조자로 간주되었다. 또한 위원회에 주어진 감독 기능은 주지사나 

다른 주 행정부 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다. 당시는 주 행정부가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 의회의 권한과 권위가 압도적인 시기였다. 

덧붙여, 초기 위원회 역시 1855년 버몬트 주 위원회를 제외하곤 모두 2인 이

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34)

초기 미국 각 주의 철도규제위원회는 부분 비상설 기구였으나 철도 산업

33) Robert E. Cushman,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New York 1941, pp. 
20-21 참조.

34) Robert E. Cushman, op. cit., pp. 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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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커짐에 따라 그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에 한 요

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인 1869년부터 1887년 

사이에 많은 주가 철도규제를 담당하는 상설 위원회를 만들게 된다. 각 주의 

상설 철도규제 위원회는 략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1869년 설립된 매사추세츠 철도위원회 형태이다. 주로 미국 동부 주를 중심으

로 설립된 이 유형은 자문 기능을 위주로 하는 ‘약한’ 위원회이다. 다른 하나

는 1871년 설립된 일리노이 철도 및 창고 위원회 유형인데, 주로 미국 중서부 

주들이 채택한 형태이다. ‘강한’ 위원회로 분류되는 이 유형은 합리적인 철도 

요금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만큼 적극적인 규제위원회 형태였

다.35)

1886년 당시 미합중국의 38개 주 중에서 28개 주가 철도규제를 하고 있었

다. 이 중 24개 주는 위원회 형태의 규제조직을 운영하였고, 4개 주는 사법부

의 집행을 통해 철도규제를 수행했다.36) 1840년  말부터 시작한 미국 각 주

의 철도규제는 약 40여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온 

결과물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선험적인 원칙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진행 중인 실

험이었고, 그 해결방법 역시 주어진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달랐다. 약 40년 간 

행해진 미국 연방주의 실험이 미합중국 최초의 연방 독립규제기관인 주간통상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의 설립과 운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는 분명치 않지만, 당시의 미국에서 철도 산업을 규제하고 그 규제 기

능의 수행을 ‘위원회’(commission) 형식의 조직에 맡기는 것에 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37)

35)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in. L. Rev. 1111, 2000, p. 1123; Robert E. Cushman,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New York 1941, p. 23 이하 참조.

36) United States 49th Congress, First Session,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rstate Commerce, Washington D.C. 1886, pp. 64-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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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세기 후반 미국 행정법의 태동

1850년 이후부터 1900년까지는 미국 사회에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사회진화

론이 팽배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상인 및 기업가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 및 정

부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법제도는 그들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었다. 반면에 

기술의 발달과 경제력의 성장으로 중산층의 목소리 역시 커져갔다. 철도를 비

롯한 은행, 보험, 석유 등의 산업 영역에서 거 기업이 등장했고, 19세기 후반

에 이미 이러한 거 기업이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 했다. 일반 국

민이 그러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에 맞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 역시 법과 제도였다. 미국 행정법의 발달은 체로 20세기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19세기에 이미 광의의 행정법 및 행정기관이 존재했고, 커

먼로(common law)의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른바 규제영역에 한 사

회구성원들의 요구 역시 점점 거세어져 갔다.38)

1. 연방 행정조직의 결여

19세기 미국의 연방 행정조직은 정치권으로부터의 충분한 자율성과 독립성

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1883년 ｢펜들턴 공무원법｣ (Pendleton Civil Service 

Act)이 통과되기까지 약 100년 동안 연방 행정조직은 부분 통령과 집권 

정당이 그들의 추종자들을 연방 공무원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39) 가령, 당시 가장 큰 이권이 결부되어 있었던 연방 체

37) Robert E. Cushman, op. cit., 1941, p. 34 참조.
38) 로렌스 M. 프리드만/안경환 역, 미국법의 역사 , 청림출판, 2006, 553면 이하 

참조.
39) 1883년 펜들턴 공무원법 체계 하에서는 약 10%의 연방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

으로 구성되었고, 그 후 점진적으로 확 되어 현재는 90%가 넘는 연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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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장관직에는 통령 선거캠프의 요직을 맡았던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

였고, 집권정당이 바뀌면 략 40,000~50,000명의 지역 우체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또한 정당은 그렇게 임명된 공무원들에게 급여의 일정 부분을 당비(party 

assessment)로 내도록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즉각 공무원직에서 해임하

였다.40)

철도산업과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립과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효과

적인 규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엽관제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조직이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의회는 이전의 전통적인 행정 활동과는 다른 영

역에서 감독과 개입을 수행하는 각 주의 규제조직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와 

함께 특히 재산권에 한 사법(私法)상의 제한을 통해 각 주의 커먼로

(Common Law) 역시 그러한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조정 기능을 실현하였다. 미

국에서는 공익의 목적들이 독일에 비해 더욱 사법(私法)적인 수단을 통해 실현

되었고, 따라서 19세기에는 커먼로(common law)가 그러한 규제기능을 수행했

다.41)

2. 커먼로에 따른 규제법의 특징

미국 규제법의 발생 시기부터 이미 두 개의 구분된 특징이 뚜렷했다. 하나는 

조직, 권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 구축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법적으로 커먼로 사고로부터의 탈피가 규제

법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초기 미국의 경험들은 재산이용에 있어 

이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40) Daniel P. Carpenter, The forging of bureaucratic autonomy: reputations, networks, 

and policy innovation in executive agencies, 1862-1928, Princeton 2001, p. 40 이
하 참조.

41)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11f. 참조.



- 22 -

충돌하는 이익을 조종하기 위하여 규제법의 실체법적 기준을 기본권 척도에서 

찾기보다는 민사법 영역에서 찾았음을 보여준다. 규제법은 그 시작부터 중 한 

특징이 발견된다. 규제법의 구조는 실체법이 아닌 주로 조직법과 절차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규제법의 특징은 현재까지도 그러하다.42)

IV. 최초의 연방 독립규제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

계속해서 새로운 철도가 건설되고 무정부상태와도 같은 철도 산업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미국 연방 의회는 1887년 ｢주간 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을 통과시킨다. 일리노이주 컬롬(Cullom) 상원의원이 주도한 당해 법안은 

다른 주의 철도위원회보다 상 적으로 강력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일리노이주 

‘철도 및 창고 위원회’의 모델을 채택한다. 이로써 연방 차원의 새로운 행정기

관 유형이자 최초의 연방 독립규제위원회인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탄생한다. 이는 미국 연방행정법의 시작임과 동시에 

특별 행정기관을 통한 경제규제의 시작이기도 했다.43)

1. 주간통상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주간통상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방 행정조직의 특징인 엽관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

42)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14f. 참조.

43) 철도 규제와 규제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ICC)에 관한 자세한 역사적 서술은 

Gabriel Kolko, Railroads and Regulation 1877-1916, New York 1970, p. 30 이하; 
Robert Cushman,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New York 1941, p. 3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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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5명의 위원 중 같은 정당 출신의 위원은 3인으로 제한하였다. 위원들은 독

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오직 직무상의 이유만으로 해임할 수 있었다. 위

원회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행정부처(executive department)에 소속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판사와 같은 독립성을 향유하였다. 주간통상위원회의 임무 역시 집행

기관보다는 행정심판소(tribunal)에 가까웠다.44)

주간통상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철도 이용과 관련한 모든 요금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는 1887년 ｢주간통상법｣ 제1조 일반조항에 따른 철도 요금에 

한 감독이었다.45) 당해 법률은 주간통상위원회에 철도요금을 확정하는 권한

이나 허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과 보고를 통해 철도회사의 가격

정책을 석명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또한 법위반 행

위에 한 금지결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처분의 집행을 위

해서는 사인(私人)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46) 

2. 주간통상위원회의 의의

주간통상위원회는 미국의 경제규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연방행정조직 모델이

자 커먼로 법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산물이기도 하다. 연방행정기관으로

서 주간통상위원회는 내무부와 같은 행정 부처(executive department)에 소속되

지 않는 독립된 지위를 가졌다. 그 역할 또한 공익을 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

44)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16. 참조.

45) Interstate Commerce Act 1887, Section 1 Clause 4: All charges made for any 
service rendered or to be rendered in the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or property 
as aforesaid, or in connection therewith, or for the receiving, delivering, storage, or 
handling of such property, shall be reasonable and just; and every unjust and 
unreasonable charge for such service is prohibited and declared to be unlawful.

46) Interstate Commerce Act 1887, Section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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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립된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형태 역시 통령과 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행정부보다는 독립성과 합의제 

조직의 형태를 띠는 사법부 조직과 가까웠다.47)

주간통상위원회의 초창기 구조를 살펴보면 위원회 형태와 독립성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87년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 제18조와 제21조에 따라 당해 위원회는 내무부의 통제를 받았

다.48) 주간통상위원회 직원의 채용, 급여, 지출 등은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였다. 1889년 법 개정을 통해 주간통상위원회에 한 내무부장관

의 권한은 삭제되었고, 위원회는 기능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49) 

3. 사법부의 권한 제한과 입법을 통한 권한 확대

주간통상위원회의 결정을 심사한 초창기 판결인 Kentucky & I. Bridge Co. 

v. Louisville & N.R. Co. 사건에서 연방순회법원은 기존 연방 법원의 견해에 

따라 사법부의 권한을 언급하며 당해 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

았다. 법원은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 조사기능의 수행에 있다고 보고, 사법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 간주하

였다. 애초에 의회가 ｢주간통상 법률｣(Interstate Commerce Act)을 제정함에 있

어 주간통상위원회에 법률위반 행위에 한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s)

47) Oliver Lepsius, Verwaltungsrecht unter dem Common Law, Tübingen 1997, S. 
92ff.; Stephen Skowronek,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Cambridge 1982, pp. 
148-149 참조.

48) 19세기 당시 내무부의 정식 명칭은 “the Department of the Great Miscellany” 였
다.

49)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in. L. Rev. 1111, 2000, p. 112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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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만을 부여하였고, 사법부는 당해 법률의 일반조항과 불확정적인 개념들

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주간통상위원회는 철도산업의 규

제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50)

주간통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가격규제를 수행하려는 시도 역시 연방 법원

에 의해 좌절되었다. 연방 법원은 위원회의 사실인정을 전면적인 사법심사로 

구속함과 동시에 19세기 후반 당시에 만연했던 자유방임주의적 관점에서 경제

적 기본권을 해석함에 따라 사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1898년 Smyth v. 

Ames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철도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에 한 권리를 합헌적

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주간통상위원회가 철도요금을 통제하려면 철도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회사의 ‘공정 가치에 따른 공정한 보상’(fair return on 

the fair value of the enterprise)을 고려해야만 했다.51) 당해 판결로 인해 주간

통상위원회는 가격통제를 위해 개별 철도회사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

는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해 위원회는 철도회사의 회계장부정

리를 통제하고, 회계기준을 통일하며, 시장상황을 분석해야만 했다. 주간통상위

원회는 법률에 따라 카르텔 형성을 막고 공정한 가격정책과 안정적인 철도운

영을 보장해야만 했고, 헌법에 따라 철도회사의 수익성과 충분한 자본이익을 

보장해야 했다. 다시 말해 의회와 법원은 주간통상위원회에 가격정책의 ‘합리

성’(reasonableness)과 ‘공정한 가치’(fair-value)의 보장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와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당해 위원회는 자신의 명령을 강제할 수 없었

고, 법원은 지속적으로 주간통상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주간통상위원회의 

무기력함이 절정에 달했던 1903년 당해 위원회의 연례보고서52)는 “현재 위원

회는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어떤 요금이 적절한지 결정할 권한이 

50) Robert L. Rabin, Federal regul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38 Stanf. L. Rev., 
1189, 1986, pp. 1212-1213 참조.

51) ICC v. Alabama Midland Railway Co., 168 U.S. 144 (1897). 
52) ICC, 17th Annual Report of the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Washington 

D.C. 1903,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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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라고 적고 있다.53)

1903년 ｢엘킨스법｣(Elkins Act)을 시작으로 의회는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간통상위원회의 권한을 확 해 나간다.54) 이에 따라 주간통상위원회는 철도

요금의 상한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철도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일반조

항 외에 구체적인 규정들을 통해 연방 법원의 제한에 응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의회는 독립규제기관에 한 심도 있는 논의

를 하게 된다. 1920년 ｢교통법｣(Transportation Act)으로 인해 주간통상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요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주간통상법｣ 제15a조에 

따른 ‘요금제정규칙’(rule of rate making)은 이후 독점형 구조의 네트워크산업

에 한 가격규제에 있어 그 전범이 된다. 주간통상위원회는 이제 모든 철도노

선의 건설에 한 허가를 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으며, 철도회사의 합병을 계

획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철도회사의 주식발행에 있어 행정청의 허가를 얻

도록 하며, 철도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 감독을 

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87년 5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위원회 조직으로 시작한 주간통상위원회는 1920

년 무렵에는 12개의 부서, 약 1600명으로 구성된 거 한 연방행정청으로 성장

하게 된다.55)

53)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19ff. 참조.

54) 1906년 Hepburn Act, 1910년 Mann-Elkins Act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Robert E. 
Cushman,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New York 1941, p. 65 이하 

참조.
55)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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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반 경제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거래위원회

1. 1890년 셔먼법

19세기 후반 석유, 철, 석탄, 설탕 등 국가기반산업 영역에서 시장을 지배하

고, 미국의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막 한 영향을 끼치는 거 기업과 트러

스트(trust)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는 이에 한 응으로 1890년 ｢셔먼법｣

(Sherman Act)을 통과시킨다.56) 당해 법률은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과 마찬가지로 커먼로에 연원을 두고 있는 일반조항을 활용하였다. ｢셔먼

법｣은 본질적으로 카르텔 형성에 한 금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셔먼법

｣ 제1조는 ‘거래제한’(restraint of trade)을 위한 협정과 결합을 금지하였고, 제2

조는 독점과 독점형성을 금지하였다.57) 그러나 ｢주간통상법｣과 달리 ｢셔먼법｣

은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주간통상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에 맡기지 않

고 법무부 내의 특별한 조직인 ‘반독점부서’(antitrust division)에 두었다. 이에 

56) 미국 독점 규제법의 역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4. ed. St. Paul 2011, p. 
57 이하 참조.

57) Sherman Act Section 1: 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in restraint of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is hereby declared illegal. Every person who shall make any such 
contract or engage in any such combination or conspiracy shall be deemed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fine not 
exceeding five thousand dollars, or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by 
both said punishments,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Section 2: 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 with any other person or persons, to monopolize any part of 
the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shall be 
deemed guilty of a misdemeanor, ‧‧‧ (이하의 내용은 제1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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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무부의 반독점부서는 관계된 사안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결

국 법원이 실체적인 판단권한을 가지게 되었다.58)

19세기 말에 이미 경제규제 영역에서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반규제

와 전문규제의 경합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독점금지법적 권한

까지 포함하는 각 개별영역별 규제법(sector-specific regulation)이 존재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독점금지법이 존재하였다. 독점규제법에 

한 경계의 충돌 및 권한의 충돌은 현재까지도 규제법의 특징을 이룬다.59)

1887년 주간통상법이 제정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셔먼법｣을 제

한적으로 해석하였다. United States v. E.C.Knight Co. 판결60)은 오히려 카르텔 

금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당해 판결에서 연방 법원은 생산업에 해

서는 주간통상의 제한에 관한 ｢셔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을 형

성한 설탕생산자에 한 ｢셔먼법｣상의 금지규정 적용을 기각하였다. 연방 법

원은 또한 1911년 Standard Oil 판결61)과 American Tobacco Company 판결62)

에서 ｢셔먼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결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

합리한 결합만을 금지한다고 하는 소위 ‘합리성 규칙’(rule of reason)을 만들어

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상행위가 불합리하고 법에 어긋

나는지를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떨

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셔먼법｣의 조항들을 보다 명확하고 

예리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요구가 발생했고, 의회는 그에 응하여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과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58) Oliver Lepsius, Verwaltungsrecht unter dem Common Law: amerikanische 
Entwicklungen bis zum New Deal, Tübingen 1997, S. 106ff. 참조.

59)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29 참조.

60) United States v. E.C.Knight Co., 156 U.S.1 (1895)
61)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
62) United States v. American Tobacco Co., 221 U.S. 1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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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Act)을 제정하게 된다.63)

2.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연방의회는 당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주간통상위원회의 

조직모델을 따라 1914년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설립한다.64) 연방거래위원회는 초기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었고, 주로 경쟁법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았다. ‘경쟁에 한 불공정한 수

단’(unfair methods of competition)이라는 새로운 일반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조

사권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65) 또한 ｢클레이튼법｣

은 가격차별과 특혜 우를 금지하는 등 ｢주간통상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었

다.66) 독점규제와 관련된 1914년 입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독점규제법의 집

행을 사법부가 아닌 새로운 독립규제위원회, 즉 연방거래위원회로 이전하였다

는 점이다.67)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튼법｣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통령이 주창한 ‘새로운 자유주의’(New Freedom)를 실현하는 일련의 

63) Robert E. Cushman, op. cit., pp. 178-179. 참조.
64) 렙시우스(Oliver Lepsius)는 1914년 설립된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독립규제기관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미 1913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

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설립되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도 이미 은행 규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

으므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독립규제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닌 연방준비

제도이사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쿠쉬만(Rober E. Cushman) 역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두 번째 독립규제기관으로 서술하였다.
65) 1914년 연방 거래위원회법(FTC-Act) 제5조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re 

hereby declared unlawful.
66) Clayton Act 제2조 및 제3조.
67) Oliver Lepsius, Verwaltungsrecht unter dem Common Law: amerikanische 

Entwicklungen bis zum New Deal, Tübingen 1997, S. 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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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중 일부였다. 윌슨은 자유가 민주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보고, 그러한 사

고에서 공적 주체인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행정주체인 독립규제위원회를 

활용하였다.68)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는 독립규제위원회인 주간통상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

는 긴급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응임과 동시에 커먼로 법

체계에 바탕을 둔 구조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법률의 집행이 오직 개별사안

에서 판사에 의한 판례법을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는 커먼로 체계 하에서는 

의회의 개혁적 입법이 판사에 의해 저지될 개연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독립규제위원회는 미국의 근  경제규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모델이었다.69) 

3. 개별 영역별 규제모델의 성공과 일반 규제모델의 실패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규제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

는 상당히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양상은 사뭇 

달랐다. 철도규제를 중심으로 개별영역의 규제를 담당했던 주간통상위원회는 

법원에 의해 상당한 독립성을 인정받아 독자적으로 소관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와 반 로 전체 경제 영역을 관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일반규제를 담당했던 연방거래위원회는 조직설립과 구조의 모델이 

되었던 주간통상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소관법

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20세기 현  미국 규제법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제규제 원리에 따라 

68)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32f. 참조.

69) Oliver Lepsius, a.a.O., S.34.



- 31 -

발전하지 않고, 각 개별 영역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게 되는 특징을 이룬다.70)

제2절 발전기

I. 행정국가 및 규제국가로의 전환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된 공황(Great Depression)은 수많은 

금융기관 및 회사의 파산, 그에 따른 25.2퍼센트라는 역사적인 실업률과 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 수를 기록하며 193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질국민생산(real 

GNP) 측면에서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게 된다.71)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가 팽배했던 미국 사회에서 1930년 는 그 이전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 전반에 한 입법과 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한 뉴딜정책은 국가의 지출을 늘려 일자리와 소비

를 창출하고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무수한 규제

법과 규제기관을 만들어 내는 등 적극적인 정부활동을 의미하는 실질적인 ‘행

정국가’(administrative state)로 바뀌어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뉴딜정책 이전에

도 이미 주간통상위원회나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존재했지

만 뉴딜의 시 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본격적인 ‘규제국가’(regulatory 

state)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72)

｢국가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과 ｢농업조정법｣

70) Oliver Lepsius, a.a.O., S.35f. 참조.
71)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6. ed., New York 2007, pp. 317-333 참조.
72) 로렌스 M. 프리드만/안경환 역, 미국법의 역사 , 청림출판, 2006, 9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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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Adjustment Act)은 루즈벨트 통령의 취임 후 첫 100일 동안에 

행해진 초기 뉴딜의 표적인 일반 경제 입법이었다. ｢국가산업부흥법｣은 시행 

초기부터 파시스트적 또는 공산주의적이라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제

1차 세계 전 시기부터 등장한 정부규제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자 더욱 

확 된 국가의 임무 및 책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국가산업부흥법｣ 제3조는 

각 산업계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칙’(codes of fair competition)을 통령이 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승인된 규칙은 각 산업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표준이 되었다. 그러한 규칙은 실질적인 제한 없이 상품 가격, 임금, 광고, 생

산량 제한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각 업계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었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부흥법｣을 통해 국

가는 전반적인 생산과 유통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농업조정법｣ 역시 

｢국가산업부흥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상품 생산량을 통제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해 법률을 통해 국가는 농업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작물의 생산량을 통제하였다. 이 밖에도 공황을 촉발한 증권시장을 규제하

기 위하여 1933년과 1934년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

어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독립규제기관 중의 하나인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가 설립되었고,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

(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설립과 같은 수많은 뉴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

다. 초기 뉴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경제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73)

｢국가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으로 표되는 뉴딜 초기의 일반 경제정책

이 생산량과 가격을 통제하는 데 그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1935년부터 

시작된 제2기 뉴딜정책은 정부지출과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73) Robert L. Rabin, Federal regul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38 Stan. L. Rev. 
1189, 1986, p. 124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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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신설된 공공산업촉진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을 통해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되도록 하고, 1935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복지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입법과 함께 전통적인 규제입법인 ｢공공전력지주회사법｣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과 노동조합 및 단체행동을 다루는 ｢노동

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역시 이 시기의 산물이다.74)

II. 연방대법원의 통제

초기 뉴딜정책의 표적인 일반 경제입법이었던 ｢국가산업부흥법｣과 ｢농업조

정법｣은 연방 법원에 의해 일부 규정 내지 법 전체가 위헌으로 선고된다. 연

방 법원은 뉴딜정책이 시작된 지 2년만인 1935년에 Panama Refining Co. v. 

Ryan 사건75)에서 입법권의 부당한 위임을 이유로 ｢국가산업부흥법｣ 제9조c항

을 무효로 판단하였고, 같은 해 Schechter Poultry Corp. v. United States 사

건76)에서는 ｢국가산업부흥법｣ 전체가 위헌법률로 폐지되었다. 농산물 생산자에

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량을 제한했던 ｢농업조정법｣ 역시 이

듬해인 1936년 농업생산은 연방의 규제권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77) 법적 판단의 쟁점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범위 내지 연방 규제권한의 

상이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연방 법원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의 

문제였다. 당시 연방 법관의 다수는 과거 공화당 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었

고, 그들은 부분 자유방임주의에 한 신념을 바탕으로 루스벨트 통령의 

국가개입 조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루스벨트 통령은 1937년 

74) Robert L. Rabin, op. cit., p. 1249-1252 참조.
75) Panama Refining Co. v. Ryan, 293 U.S. 388 (1935).
76) Schechter Poultry Corp. v. United States, 295 U.S.495 (1935).
77) United States v. Butler 297 U.S.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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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연방 법원의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한 법관

이 견해를 바꿈으로써 1937년 3월 이후 연방 법원은 뉴딜입법을 지지하게 되

었다. 또한 1937년 이후 보수적 성향을 지닌 4인의 법관이 뉴딜을 지지하는 

법관으로 교체됨에 따라 이후의 연방 법원 판결은 뉴딜을 정당화했고, 규제

에 한 연방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미국의 규제체계

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78)

III. 규제영역의 확산과 연방행정체계의 성립

뉴딜 이전에도 이미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몇몇 독립규제기관 및 연방규제

기관이 존재했으나 현  미국의 경제규제 및 사회규제는 뉴딜개혁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79) 뉴딜 이전의 규제기관과 각급 법원은 공황 시기의 사회 경제

적 여건에 따른 규제기능을 수행하기엔 불충분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복원하

고, 은행 및 전체 금융시장을 보호하며, 여러 산업과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등

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새로운 규제기관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1933

년부터 1939년까지 연방공무원은 572,000명에서 920,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78)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38f.; Robert L. 
Rabin, op. cit., pp. 1254-1262 참조.

79) 뉴딜 이전의 연방규제기관은 주간통상위원회(I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거래위원회(FTC), 상품거래감독국(Commodity Exchange Authority), 연방라디

오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 
등 내각 부처(cabinet-level department)를 제외한 약 10여 개의 연방규제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1930년  뉴딜 시기에는 정부지출이나 보험 등의 기능을 제외

한 직접적인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연방규제기관이 최소한 10개 이상 탄생했고, 
뉴딜 이후 1940년부터 1960년까지 오직 4개의 규제기관이 생겨났다. 자세한 내

용은 Cass R. Sunstein, After the rights revolution: Reconceiving the regulatory 
state, Cambridge 1990, pp. 242-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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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이전의 연방행정부와는 그 규모면에서부터 달라졌다. 이러한 양적인 확장

과 함께 연방행정부의 기능과 권한 역시 확 되었다. 과거 주행정부가 행사하

던 권한이 거 연방행정부로 편입되고, 자유방임주의에 경도된 커먼로 원칙을 

따랐던 사법부의 통제가 약화되었으며, 이전에는 의회가 행사하였던 권한이 

거 통령과 행정부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행정청은 이제 엄격한 권력 

분립에서 벗어나 행정청이 직접 규칙을 제정하고, 제재처분을 내리는 등 순수

한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혼재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

직의 기능과 권한의 변화를 넘어 개인의 권리,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역할, 연

방주의 등에 한 새로운 이해와 헌법적 체계의 변화를 의미했고, 뉴딜개혁 이

후 그에 응하는 미국 공법의 새로운 전개로 이어졌다.80)

뉴딜 시기에 규제기관 모델이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이다. 1935년 ｢국가산업부흥법｣이 위헌으로 폐기된 이후 노조 결성과 불공정한 

노동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이 창설되었다. 당해 

기관은 재결(adjudication) 기능 및 불공정한 노동행위에 관한 분쟁사건을 결정

하는 위원회(board) 조직, 조사권 및 소추권과 같은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자문

위원(general counsel)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미국 

규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과거 연방

거래위원회와 같이 산업의 전체 영역을 관통하는 일반규제기관이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연방 법원의 적극적인 사법통제 등을 이유로 성공

적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그와 같은 헌법적 통제를 비

껴서 독립규제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권력분립의 이념에 따라 조직 내부에

서 기능을 분리하였다. 따라서 준사법권한을 입법 및 집행 권한과 분리하여 내

부의 독자적인 조직인 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노동관련 

분쟁사건에 있어 연방법원을 신하여 1차적인 사법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81)

80) Cass R. Sunstein, op. cit., pp. 18-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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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46년 행정절차법의 제정

주로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진행되었던 뉴딜정책은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행정체계와 규제국가의 성립을 이끌었고, 뉴딜 

이전에 미국 사회를 관통했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따라서 

규제정책에 한 비판에 있어 1930년  후반에는 규제의 상 및 행정의 활동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것보다 행정청의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초점이 맞

추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변호사협회의 행정법특별위원회는 1938년 보고

서82)에서 규제시스템을 ‘행정 절 주의’(administrative absolutism)라고 비판하

였다. 행정청의 절차에 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루스벨트 통령은 1939년 

법무부장관에게 행정법 영역의 절차적 개혁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 보고하도

록 했고, 당해 보고서83)는 2차 세계 전 종전 후 1946년 행정절차법 제정의 

토 가 되었다.84)

1946년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행

81)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39f.

82)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Administrative Law, 63 A.B.A. REP. 331 
(1938)

83) Attorney general'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procedure 
in government agencies, S. DOC. NO. 8, 77th Cong., 1st Sess. (1941)

84) 그에 앞서 1937년 Brownlow Report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가 12개 독임제 행정

부처로 편입되어 통령의 책임하에 있으며 행정, 소추(prosecute), 개별결정과

정(adjudication)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했다. President'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management, Report with special studies (1937) 
(Frederick C. Mosher, Basic documents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1776-1950, New York 1976, p. 110 이하에서 재인용); Robert L. Rabin, Federal 
regul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38 Stan. L. Rev. 1189, 1986, p. 1263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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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위를 규칙제정(rulemaking)과 개별결정(adjudication)으로 나누고, 각각 

입법과 사법의 모델에 따라 행정청 내부에서 의사결정의 절차법적 체계를 정

립하였다. 당해 법률은 약식 규칙제정(informal rulemaking)에 관하여 의견제출

(notice and comment)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사법심사 과정에서 ‘자

의’(arbitrary and capricious)금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칙제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85) 행정절차법은 사전예고(preliminary notice), 의견제출기간(period 

for public comment), 입법안 취지(statement of basis and purpose) 등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정해놓았으나 행정청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개별결정(adjudication)에 관하여 독립적인 청문주재관(hearing examiner)을 

두었고, 사법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였다.86)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이제 법원은 행정청이 법률상의 권한에 따라 행

위했는지, 법률상의 절차에 따랐는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판

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심사의 범위는 사안마다 달랐다. 체로 미국 

법원은 사실인정의 문제와 결정절차의 문제는 강도 높게 심사하였고, 실체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의 일차적인 해석자인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독자적인 판단여지를 갖게 되고, 일반규정과 불확정

개념으로 이루어진 규제법률로 인해 판단여지의 영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

는 다시 법원이 절차와 사실판단에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

로 규제임무가 법원이 아닌 규제기관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87)

85) 5 U.S.C. §§ 553(b)-(c), 706(2)(A) (1982).
86) 5 U.S.C. §§ 554, 556, 557, 706(2)(E), 3105 (1982); 미국 행정절차법상의 규칙제

정과 개별결정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Problems, text, and cases. 7. ed., New 
York 2011, pp. 495-514 참조.

87)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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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환기

I. 규제의 확장과 수정

1. 국가활동의 확장과 발전

1930년  뉴딜정책을 통해 독립규제기관을 비롯한 현  연방행정체계가 성

립되고, 1940년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제정과 행정에 

한 사법부의 통제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법의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면, 

1950년 부터는 그러한 생성중인 법체계로서의 규제행정법과 규제기관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 전 이후 미국의 번영을 바탕으로 규제의 

상은 이제 경제영역을 넘어서 빈곤, 인종차별, 환경, 노동 등과 같은 사회전반

의 문제로 확 되었다. 1950년  후반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이 비행청소년 

재활프로그램과 같은 도시빈민가 지역의 재생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로 1960

년  케네디 통령은 청소년비행 문제에 관한 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린든 존슨 통령의 ‘위 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모토 하에 가난과

의 전쟁을 선포하며 1964년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이 제정되

기도 하였다.88)

루스벨트 통령의 뉴딜개혁과 비교되기도 하는 린든 존슨 통령의 위 한 

사회 프로그램은 빈곤 퇴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육, 주거, 건강, 법률 서비

스 등의 영역에서 기존의 지방정부나 민간기구와 함께 복지제도의 한 축을 구

성하게 된다. 이는 또한 복지에 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개혁 운동으

로 이어지며 1966년 전국적인 규모의 영향력 있는 단체인 전국복지권리기구

88) James L. Sunquist, Origins of the war on Poverty, in: Sunquist (ed.), On fighting 
poverty: Prospectives from experience, New York 1969, p. 1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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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Welfare Rights Orgnization)가 결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

모 지출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악화되고, 복지제도에 

한 미국 사회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린든 존슨 정부의 ‘위 한 사회’ 정책

은 막을 내린다. 또한 시장에 한 정부 개입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

화당 출신의 통령인 닉슨과 포드 통령이 70년  후반까지 집권함에 따라 

미국의 복지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89)

2. 사회적 규제로의 확장

1970년  규제행정법 및 규제기관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 환경, 소비자보

호, 제품안전과 같은 특정한 산업영역이 아닌 전체 산업영역을 아우르는 규제

기관이 새롭게 등장하고, 기존의 경제규제 영역이 아닌 사회규제(social 

regulation) 법률과 그러한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

이다.90) 가령 1970년 에 새로 설립된 표적인 규제기관을 살펴보면, 1970년 

노동부 산하에 직업안전및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립하여 노동재해에 관한 규제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를 설립하

여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소비재 상품의 위험을 제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89) 전국복지권리기구(National Welfare Rights Organization)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Piven/Cloward, Regulating the poor: The functions of public welfare, updated ed. 
New York 1993, p. 320 이하 참조.

90) 전통적인 경제 규제(economic regulation) 영역은 은행, 금융, 방송통신, 독점 및 

공정거래, 각 산업 영역별 규제를 의미하고, 사회 규제 영역은 소비자 보호, 고
용 안정 및 근로조건, 환경 등에 관한 규제를 의미한다. 1970년 에 약 20개의 

사회 규제기관이 등장하면서 사회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 종사자 수는 

1970년 9,707명에서 1979년 63,574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Cass R. 
Sunstein, After the rights revolution: Reconceiving the regulatory state, Cambridge 
1990,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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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 중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설립되었다. 

환경보호청은 독립규제기관이지만 합의제 조직이 아닌 독임제 조직이고, 그 수

장은 각료급(cabinet-level)으로 하였다.91) 경제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영역별 

규제가 뉴딜시기를 기점으로 가로축으로 형성되었다면, 1970년 를 기점으로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의 각 산업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규제가 기존의 

독점 및 공정거래 규제와 합쳐져 세로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각 산업영역을 아우르는 일반규제가 새로이 생겨

남에 따라 가로축의 각 영역별 규제와 세로축의 일반규제가 합쳐져 규제의 매

트릭스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통제의 강화와 규제체계의 수정

최초의 독립규제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가 설립되었던 19세기 후반과 달리 

20세기 후반에는 통령실 및 15개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방 한 연방행정조

직이 갖추어지고,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었으며,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행정법체

계가 확립되는 등 강력한 행정국가로서의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따

라서 이제 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계서제 행정조직과 독립행정조직은 규제임

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를 이루게 된다. 1970년 에 사회적 규제가 

확산되었던 것과 함께 미국 규제행정법의 중요한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행정부

의 수장인 통령의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1921년 ｢예산 및 회계 법률｣(Budget and Accounting Act)에 의해 설립된 재

91) 각각의 규제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LR 1111, 2000, 
p. 123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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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소속의 예산국(Bureau of the Budget)은 1939년 통령실로 소속이 바뀌

고, 1970년 닉슨 통령이 통령실을 확 하면서 현재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로 명칭이 바뀌었다. 관리예산처는 본래 예산

의 작성과 통제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였지만, 연방행정부처와 규제기

관의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닉슨 통령은 현재의 비용편익분석의 선도

자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 평가절차’(quality of life review process)를 도입하

여 모든 규제기관이 중요 규제를 공포하기 전에 관리예산처에 규제안을 제출

하도록 하고, 다른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규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

하도록 했다. 관리예산처의 이러한 규범통제 및 조정 기능은 이후 더욱 강화되

고 발전하였다.92)

규제완화 및 탈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사인과 기업의 행정서류에 한 부담

을 줄이기 위해 1980년 ｢문서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이 제정됨

에 따라 통령실의 관리예산처 내에 ‘정보 및 규제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이 설립되고, 그 수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레이건 행정부의 초기에 발령된 행정명령 12,291에 

따라 독립규제기관을 제외한 모든 행정부서의 주요 규제법규는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는 ‘규제영향평가서’(regulatory impact analysis)와 함께 정보 및 규제청

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후 독립규제기관을 포함한 모든 규제기관으로 

확 되었다. 따라서 정보 및 규제청은 모든 규제기관의 규칙제정(rulemaking)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다.93) 결국 통령실의 관리예산처와 정보 

92) 관리예산처(OMB)의 연원과 발전과정에 한 상세한 내용은 Larry Berma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the presidency 1921-1979, Princeton 1979 참
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시작과 그 발전과정에 관한 내용은 

Cass R. Sunstein, The cost-benefit state, Chicago working paper in law and 
economics 39, 1996, p. 23 이하 참조.

93)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866은 규제 계획 및 심사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에 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Section 6
은 ‘centralized review of regulations’ 라는 표제 하에 규제 기관의 모든 주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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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제청의 규제기관에 한 예산통제와 실질적인 규범통제를 통해 규제법규 

및 규제기관에 한 통령의 행정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94)

규제기관에 한 통령의 행정통제가 강화되는 경향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특징은 과거의 독립규제기관이 해체되거나 재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최초

의 연방 독립규제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ICC)는 탈규제정책의 일환 및 ‘규제포

획’(regulatory capture)의 문제로 1995년 폐기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고, 철도규

제에 관한 권한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소속의 새로운 독립규

제기관인 육상운송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로 이관되었다. 뉴딜 직

후인 1938년에 설립된 민간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 역시 탈규제 

및 규제포획 방지의 맥락에서 1985년에 폐지되어 그 권한이 교통부로 이전되

었다. 1946년 설립된 원자력에너지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의 경우

엔 일부 권한이 새로운 독립규제위원회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 이전되고, 나머지 권한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로 이

전되었다. 규제조직의 변경과 수정이 독립규제기관의 포획에 따른 것이든 탈규

제 정책의 영향에 의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전체 규제법과 규제기관에 한 

통령의 통제가 강화되고 통합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점이

다.95)

규를 정보 및 규제사안청(OIRA)이 조정하고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94) Elena Kagan, Presidential Administration, 114. Harv. L. Rev. 2245, 2001, pp. 

2277-2280 참조.
95)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67.;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LR 1111, 2000, pp. 1218-1219, pp. 1279-12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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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권력분립과 행정부 조직에 관한 이론

앞서 살펴본 바 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긴급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응의 산물 내지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96) 1789

년 미국 헌법이 제정되어 통령과 그의 각료인 국무부, 재무부, 전쟁부 장관

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구성되고, 약 100년 후인 1887년 최초의 연방독립행정

청인 주간통상위원회(ICC)가 설립된 이래 뉴딜시기에 다수의 독립규제기관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들

이 있어 왔다. 독립규제기관을 설명하는 이론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미국의 

행정부조직과 권력분립에 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독립규

제기관을 입법ㆍ행정ㆍ사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4부로 보기보다는 광

의의 행정부에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97)

96) 미국의 독립규제기관이 실용주의적 응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그에 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는 1980년 ｢문서

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을 제정하고, 그 정의 규정에서 ‘독립규

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의 목록을 열거하였다. 당해 규정은 독립

규제기관의 일반적 개념 정의를 내리는 신 20개 가까운 주요 독립규제기관

을 열거하고, ‘기타 법률에 의해 연방독립규제기관 내지 위원회로 명시된 유사

한 기관’(any other similar agency designated by statute as a federal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or commission)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에서도 

드러나듯이 독립규제기관에 한 일반적이고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97) 현재 15개 행정부처(executive department), 70여 개의 독립행정청(independent 

agency) 및 정부기업(government corporation), 기타 수많은 자문 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준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 거 한 연방행정조직의 구성과 기관 명칭 

등에 관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공식 포탈 웹페이지인 

http://www.usa.gov/Agencies/Federal/Executive.shtml 참조 (2014.07.19.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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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행정부 이론

미국 헌법이 제정된 18세기 후반부터 오랜 논쟁의 주제였던 단일행정부 이

론(theory of the unitary executive)은 특히 통령의 해임권한 및 지시권한과 

관련하여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단일행정부 이론은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수권’(vesting) 규정과 제3항 ‘노력’(take care) 규정에 근거를 두

고 있는데, 헌법 제2조 제1항의 “행정권은 미합중국의 통령에 부여된다”(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행정권이 오직 통령에게만 부여되

고, 의회가 그러한 통령의 행정권한 밖에 있는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여 

통령의 해임권한이나 지시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는 견해이

다. 또한 헌법 제2조 제3항의 “ 통령은 법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는 규정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행정청은 모두 통령의 리인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일행정부 이론에 따르면, 통령은 계

서제 행정조직의 최종책임자이고, 통령의 정책과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정부 

구성원을 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권한의 

핵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단일행정부 이론의 영향을 받은 법

원의 판결로 Wiener 사건98)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당해 판결에서 법원은 오직 

‘(법적 판단에 의한) 개별결정’(adjudication) 기능의 외양을 갖추고 있는 행정청

만이 통령의 의사에 따른 해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99)

98) Wiener v. United States, 357 U.S. 349 (1958)
99) 단일 행정부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 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그 범위와 내용이 상이하다. 단일 행정부 이론에 관한 가장 고전적

인 문헌은 Alexander Hamilton, The federalist No. 70: The executive department 
further considered, from the New York packet, 1788, 미국 의회도서관 웹페이지 

http://thomas.loc.gov/home/histdox/fedpapers.html 참조(2014.07.19. 최종 방문);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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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주의 이론

피터 스트라우스(Peter Strauss)를 위시한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는 권력분립

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형식주의적 접근과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형식주의적 접근은 어떤 특정한 권한의 행사가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의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개념적 접근을 중시하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권한의 행사는 입법, 사법, 행정 중 하나의 영역에 속하고 그 범주를 결

정함에 있어 행정의 현실은 표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yers, 

Buckley, Northern Pipeline, Chadha, Synar 판결100)이 권력분립에 한 형식주

의적 접근의 예이다. 반 로 기능주의적 접근은 모든 권한의 행사는 입법, 사

법, 행정 하나의 범주에만 속할 수 없고, 헌법 역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고 전제한다. 따라서 헌법의 수권(vesting) 규정은 의회, 통령, 법원이라는 

3  권력주체에게만 권한을 분배하지만, 의회가 통령과 법원의 핵심적인 

기능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헌법상의 ‘필요와 적절’(necessary and proper) 

규정에 따라 다른 권력주체가 혼합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본다. Nixon, Schor 판결101)과 Chadha 및 Synar 판결의 화이트

워싱턴 초  통령부터 조지 부시 43  통령까지 모든 통령은 기본적으

로 단일 행정부 이론을 지지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단일 행정부 이론을 서술

하는 입장은 Calabresi/Yoo, The unitary executive: presidential power from 
Washington to Bush, New Haven, 2008, p. 4 이하 참조; 미국 헌법 규정의 해석

과 관련한 상세는 Calabresi/Rhodes, The structural constitution: Unitary executive, 
plural judiciary, 105 Harv. L. Rev. 1153, 1992. 참조;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in. L. 
Rev. 1111, 2000, p. 1156-1157 참조.

100) Myers v. United States, 272 U.S. 52 (1926); Buckley v. Valeo, 424 U.S. 1 
(1976); Northern Pipeline Constr. Co. v. Marathon Pipe Line Co., 458 U.S. 50 
(1982) ; INS v. Chadha, 462 U.S. 919 (1983); Bowsher v. Synar, 106 S. Ct. 3181 
(1986).

101) United States v. Nixon, 418 U.S. 683 (1974); Commodity Future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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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법관의 반 의견, Synar 판결의 스티븐스(Stevens) 법관의 보충의

견이 그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예이다.102)

단일행정부 이론에 반하여 의회의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미

국 헌법 제2조의 수권(vesting) 조항을 통령에 한 단순한 지정(designation)

으로 해석하여 행정권한이 오직 통령에게만 부여된다는 해석을 부정한다. 가

령 미국 헌법은 제2조에 열거된 오직 다섯 가지의 권한103)만을 통령에게 부

여하고 있다는 해석론이 그러한 입장에 속한다. 단일 행정부 이론에 반 하는 

입장에서는 행정권에 한 다양한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이론을 제시하는

데, 의회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18호의 ‘필요와 적절’(necessary and proper) 

조항104)에 따라 행정부의 조직을 구성하고 독립행정청을 설립하여 통령의 통

제로부터 벗어나는 조직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 이론에 따르면, 헌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통령의 5가지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권한은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통령은 오직 

그 특권(prerogative)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105)

Commission v. Schor, 106 S. Ct. 3245 (1986).
102) Lee S. Liberman, Morrison v. Olson: A formalist perspective on why the court 

was wrong, 38 Am. U. L. Rev. 313, 1989, pp. 343-345 참조.
103) Charles Black 교수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헌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사 및 외교사절을 접수하는 권한, 법을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권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 Charles 
L. Black Jr., The working balance of the American political departments, Faculty 
Scholarship Series. Paper2601, 1974, pp. 14-15 참조.

104) U.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Clause 18: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105) Calabresi/Rhodes, The structural constitution: Unitary executive, plural judiciary, 
105 Harv. L. Rev. 1153, 1992. 참조;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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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립규제기관에 관한 이론

1887년 최초의 연방독립규제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설립된 이후 독립행정청의 합헌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

러나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의 독립행정청이 생겨났던 20세기 전후의 소위 ‘진

보 시 ’(the progressive era)와 ‘뉴딜’(new deal) 시기에는 통령 및 행정부 

영역 밖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행정청의 합헌성 문제가 학자들 간

에 활발한 논쟁의 상이 되었다. 가령, 1926년 Myers 판결106)로 인해 통령

의 행정부 공무원에 한 해임권한이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 최

초로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에 한 통령의 해임 권한이 핵심적 쟁점이 되어 

통령의 위원에 한 해임권한을 부정한 Humphrey's executor 판결107) 역시 

뉴딜정책이 막 시작되던 1933년의 사건이다. 또한 20세기 후반 독립규제기관 

및 연방행정기관에 한 통령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독립행정청과 권력분립에 

한 논의는 다시 한번 논란의 상이 되었다. 따라서 독립규제기관을 설명하

는 전통적인 이론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108)

1. 권력분립의 분화 이론

과거 의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규제임무를 수행하던 미국의 전통적인 시각에

서 볼 때 독립규제기관은 이전에는 엄격히 구분되던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in. L. Rev. 1111, 
2000, p. 1168 이하 참조.

106) Myers v. United States, 272 U.S. 52 (1926).
107)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295 U.S. 602 (1935).
108) Breger/Edles, Established by practice: The theory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federal agencies, 52 Admin. L. Rev. 1111, 2000, p. 1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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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관에서 행사했다. 다시 말해 독립규제기관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규칙제정 권한을 행사하는 준입법기능을 

수행하고, 법원과 유사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능을 수행하였다. 뉴딜 

시기에 루스벨트 통령의 자문역이자 과거 하버드 로스쿨의 행정법 교수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 법관이 “권력분립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  행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사고에서는 전통적인 권력을 통합한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이 현  규제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보 내지 발전의 산물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따라서 준입법

권한과 준사법권한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행정기관은 법원의 최종적인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발전시킨 형태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프랑크푸르터는 독립규제기관에 관하여 특히 객관

적인 절차법의 보장과 법원의 통제를 중시하였다.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관

련하여 정치적으로는 의회의 의지, 임무수행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논거로 

하여 설명하였고, 규제임무의 사회 및 경제적 성격과 절차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최종적인 통제 등을 논거로 법적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109)

그러나 1930년  당시에도 이미 독립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통령의 통제 

하에 있는 일반 행정기관 역시도 사법적 기능 내지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과 반론이 있었다. 1935년 Humphrey’s Executor 사건110)에서 법무

부는 계서제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일반 행정기관 역시도 독립규제기관과 같

은 준입법적 기관 혹은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반

론에 의해 독립규제기관이 현  행정의 발전된 모습이자 권력분립의 발전된 

형태라는 주장은 그 정당성이 약화된다.

109)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43f. 참조.

110)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295 U.S. 602, pp. 617, 624. (강승식, 미

국 헌법학 강의 , 궁리, 2007, 227면 이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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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부 이론

제임스 랜디스(James Landis)는 1938년 행정절차 (The Administrative 

Process)라는 저서에서 독립규제기관을 독자적인 ‘제4부’(fourth branch)라고 기

술하며 전통적인 입법, 행정, 사법부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영역의 전문

지식과 전문가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규제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탄생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독립규제기관이 과거 규제영역에 있어서 

입법부 및 사법부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행정부의 확 를 가져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는 별개인 새로운 제4부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규제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권력분립으로 인식하였다. 결과

적으로 그의 이론은 국가권력의 분할이라는 전통적인 헌법상의 경계를 약화시

키는 신 국가 내부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법에 의지하였고, 미국 규제법 및 

행정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법의 일반규정과 그에 한 규제기관의 

광범위한 판단여지는 실체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랜디스의 이

러한 접근은 독립규제기관에 한 외부의 법적 구속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특

징을 나타내고, 규제기관에 한 법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통제 하에 있도

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111)

독립규제기관을 국가권력의 제4부라고 표현하는 이론은 독립규제기관의 독립

성 내지 독자성에 한 찬반 양론에 걸쳐, 또한 미국의 독립규제기관 형태를 

연구하는 다수의 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인용되는 내용이자 표현이

다. 가령, 1937년 결성된 Brownlow 위원회 보고서는 독립규제기관을 제4부라

고 비판하며 모든 독립규제기관은 통령의 통제 하에 있는 행정부의 소관부

처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규제기관을 연구하는 유럽의 연구자 

111) James McCauley Landis, The administrative process, New Haven 1938 (1951 
reprinting);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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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미국식 독립규제기관을 서술하며 제4부 이론을 거론하기도 한다.112)

3. 절차적 보완

다양한 공법상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립규제기관은 100년 넘게 지

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독립규제기관을 실질적으

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어떠한 절차적 통제방식을 갖추어 독립규제

기관 외부에서 사법심사의 형태로 법적인 구속을 할 것인가와 실질적인 위임

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사유에서 발생한 결과물이 1935년에 

설립된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이다. 노동관계

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고는 독립규제기관 내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조직 내부의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실관계

의 조사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다른 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다. 미국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 

administrative law judge)113) 역시 이미 1917년에 주간통상위원회(ICC)에서 분

쟁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 바 있다. 권력분립을 절차법적 

통제를 통해 독립규제기관 내부에서 구현한다는 당해 이론은 전체 행정작용의 

절차적 통제에 한 요구로 이어졌고, 결국 1946년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으로 나타났다.114)

112) Brownlow 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Frederick C. Mosher, Basic documents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1776-1950, New York 1976, p. 110 이하 참조; 
Giandomenico Majone, Europe's ‘democratic deficit’: The question of standards, 
European Law Journal, Vol. 4, No. 1, 1998, pp. 5-28 참조; Peter L. Strauss, The 
place of agencies in government: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fourth branch, 84 
Columbia Law Review 573, 1984 참조. 

113) 5 U.S.C. § 3105 
114) Oliver Lepsius, § 1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45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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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국식 규제시스템의 확산

I. 독일

1. 정부내각에 예속된 경제행정청의 전통

독일의 전통적인 행정조직 형태는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내각

(Regierung) 아래에 각 계층의 행정조직이 계서제 구조로 종속되는 것이다. 정

부내각에 한 종속 내지 예속은 모든 행정청에 해당하는데, 경제행정의 임무

를 담당하는 행정조직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전통적인 행정법뿐만 아니라 

행정조직법 역시 경제행정법에 상응하여 발전하였는데 이는 자유주의적인 경찰

법과 영업법(Gewerberecht)의 발전에 기인한다. 19세기 영업법의 발전은 영업

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식이었고, 영업행정법은 영업의 자유에 따른 시

장경제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그 임무를 위험방지에 국한하였다는 점

에서 그 핵심이 영업경찰법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행정법의 기본 구조였던 영

업경찰법은 경제과정과 그 결과에 한 중립적인 위험방지였다. 이러한 경찰임

무의 관점에서 행정을 계서제로 구성된 내각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것은 당시

의 전형적인 행정조직형태이자 행정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제였다.115)

이러한 바탕에서 경제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은 정부내각의 감독과 결부되어 

전통적인 국가행정의 전형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적인 경찰법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는 경제행정법은 그 핵심이 질서법 내지 안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원자력법, 은행법, 보험감독법과 같은 역사적으로 주로 영업법으로부터 

분화되어 발전한 현  입법에도 통용된다. 이러한 질서법으로서의 경제행정법

115) Johannes Masing, Unabhängige Behörden und ihr Aufgabenprofil, in: Masing/ 
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Tübingen 2010, S. 18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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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제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미국의 경우와 달리 전적

으로 행정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행정법이 독립행정

청 내지 독립적인 행정청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관념 밖

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16)

2. 상대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었던 행정영역

앞서 살펴본 로 내각정부에 예속되는 엄격한 계서제 행정조직의 특징을 

보였던 독일에서는 ‘독립 행정청’(unabhängige Behörde)에 한 일반적인 논의

가 있기보다는 몇몇 행정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117) 그러

나 독일에서도 역시 전통적으로 다른 행정영역에 비해 상 적인 독립성이 인

정되거나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받는 행정영역이 존재했다. 이러한 영역

으로 마징(Masing) 교수는 독일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amt),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방송기관을 들고 있다.118)

(1) 연방카르텔청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1958년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에 의해 설립되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관념과 

미국의 반독점법 및 연방거래위원회 모델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위 법

률은 연방경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및 연방주 상급행정청

(oberste Landesbehörde)과 함께 연방경제부 산하의 행정청인 연방카르텔청이 

116) Johannes Masing, a.a.O., S.185f. 참조.
117) 서보국 외,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12, 97면.
118) Johannes Masing, a.a.O., 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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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법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했다.119) 연방카르텔청은 설립 당시부터 다른 

행정청과 같은 고전적인 계서제 조직구조를 띠지 않았다. 연방카르텔청은 조직 

내부에 각각 3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영역별 ‘심결부’(Beschlussabteilung)를 

두어 독자적으로 사안에 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고,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

어 사법부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120) 이러한 사법부와 유사한 형태의 

심결부 구조는 1921년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해 법률은 심결부에 법원과 유사한 성격을 부여했고, 이를 모방한 

1953년 보험감독청(Bundesversicherungsamt) 조직이 연방카르텔청 심결부 조직

의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121)

다른 부분의 행정청과 달리 연방카르텔청은 고전적인 계서제 구조를 따르

지 않고 주로 사실판단의 권한을 가지는 분야별 심결부(Beschlussabteilung)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장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독일 경쟁법의 가라고 평가받는 리트너

(Rittner)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입법자가 이러한 이례적인 조직형태를 선택한 

것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하여 고도의 법치국가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즉 준사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조사권한‧기소권한‧사안판단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그러한 조직은 아마 법치국

가적 원리라는 측면에서 거의 정당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방카

르텔청의 심결부는 원칙적으로 법원과 유사하게 사실상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

을 내린다. 이는 학계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미 20년 

119)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은 Ingo Schmidt, Wettbewerbspolitik 
und Kartellrecht. 9. Aufl. München, 2012, S. 209ff. 참조.

120) 연방카르텔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Michael Kling/Stefan Thomas, Kartellrecht, 
München 2007, § 22 참조.

121) W. Junge, in: Müller-Henneberg/Schwartz (Hrsg.), Gesetz gegen Wettbewerbsbes-
chränkungen, 1. Aufl., 1958, § 48 Rn.3 (Johannes Masing, a.a.O., S. 190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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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속된 관행이라고 서술한다.122)

(2) 독일연방은행

독일 기본법 제88조는 명문의 규정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

다.123) 독일에서 순수한 국가은행 내지 발권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은 1765년 

베를린에 설립된 ‘Giro- und Lehnbank’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앙은행의 독립

성은 이미 바이마르 헌법 체계 하에서 소위 1922년 ｢자치법률｣

(Autonomie-Gesetz)에 의해 인정되었다. 당해 법률을 통해 기존에 연방수상

(Reichskanzler)에게 속했던 연방은행의 관리는 연방은행이사회

(Reichsbankdirektorium)로 이양되었다. 이미 1922년에 시작된 연방은행의 독립

성은 1924년 ｢은행법｣(Bankgesetz)을 통해 확립되었는데, 1924년 ｢은행법｣의 

제1조 제1항은 연방은행을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규정하였다. 그

러나 나치 치하에서 연방은행의 독립성은 법률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중앙은행은 연방수상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 전이 

끝나고 독일 연방은행은 헌법규정을 통해 명문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기에 

이른다.124)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규제기관의 경우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령, 프랑스에서는 은

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에 한 감독을 독립규제기관인 금융시장청(Autorité 

122) F. 리트너/권오승 역, 독일경쟁법 , 법문사, 1997, 476면.
123) 독일 기본법 제88조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 및 발권은행을 설치한다. 연

방은행의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물가안정 보장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에 이양될 수 있다.
124) 독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Carl-Theodor Samm, Die 

Stellung der Deutschen Bundesbank im Verfassungsgefüge, Berlin 1967, S. 167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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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marchés financiers; AMF)이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해, 독일에서는 내각에 예

속되는 간접행정조직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통화 및 신용 정책을 결정하는 중

앙은행의 특성과 독립성의 근거를 다른 경제규제기관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

기부터 인정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방송법상의 기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우편과 전신에 한 입법을 연방의 배타적 권한으

로 규정하였다.125) 최초의 라디오 방송사인 ‘도이체 슈툰데’(Deutsche Stunde)

가 설립되었던 1923년 당시만 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사는 헌법적인 근거나 방

송법적인 근거 없이 단지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방송이 일반 국

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결국 방송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도록 했다. 

나치 정부 초기에 방송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법상의 영

조물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으나 나치 시 를 거치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더욱 철저하게 나치 정부의 홍보수단이 되었다. 2차 세계

전 이후 동독지역은 여전히 방송이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서

독 지역에서는 방송이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각 연방주의 방송국은 독립적인 영조물 법인으로 설립되었다.126)

방송분야의 독립성은 다른 경제규제와 달리 ‘방송의 자유’(Rundfunkfreiheit)

라는 기본권 보호로부터 도출된다. 다시 말해, 방송법상 행정청의 독립성은 방

송영역의 독특한 구조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한 특별한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경제규제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일반적인 구조에서 기

125) Weimarer Reichsverfassung Artikel 6 (1) Das Reich hat die ausschlißliche 
Gesetzgebung über: 7. das Post- und Telegraphenwesen einschließlich des 
Fernsprechwesens.

126) 독일 방송법제의 역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최우정,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

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독일”, 한국법제연구원, 2009, 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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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127)

3. 유럽의 미국규제법 수용과 공공산업의 민영화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성립되고 독점규제와 같은 경제규제가 유럽 차원에서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유

럽은 미국식의 법령을 통한 규제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1970년 에 

환경, 소비자보호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규제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확 되고, 1980년 에 규제완화 및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규제법과 규제

방식은 유럽에 더욱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철도, 우편, 

전신, 에너지와 같은 공공산업을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규율했던 반면, 

미국은 국유화가 아닌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을 선택했다.128) 마종(Majone) 교

수는 유럽이 미국식의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규제 방식의 변

화이기도 하지만 케인즈류의 ‘복지국가’에서 ‘규제국가’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

장하기도 한다.129)

독일 역시 우편, 통신, 에너지, 철도와 같은 소위 망산업(Netzwirtschaft)을 민

영화하면서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이 등장하게 

된다.130) 연방망규제청은 본래 1998년 연방경제기술부 소속의 ‘독립 연방상급

127) Johannes Masing, a.a.O., S.195f. 참조.
128) 미국의 규제법이 유럽의 규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Giandomenico Majone, The rise of statutory regulation in Europe, in: 
Giandomenico Majone (ed.), Regulating europe, London 1996, p. 49 이하 참조.

129) Giandomenico Majone, The rise of statutory regulation in Europe, in: 
Giandomenico Majone(Edit.), Regulating europe, London 1996, p. 54 이하 참조.

130) 연방망규제청 이외에도 연방회계감사원, 연방환경청, 차량연방사무국, 독일특

허상표청, 연방정보보안청 등을 독일의 독립행정기관(Unabhängige Behörden)으
로 들 수 있으나 이는 각기 다른 의미에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범주에 포

함시킬 수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서보국 외,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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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selbständige Bundesoberbehörde)으로 설립되어 통신 및 우편 규제를 담

당하였다. 그 후 2005년 에너지와 철도 규제에 관한 규제임무를 위임받으면서 

네트워크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현재의 연방망규제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연

방망규제청 역시 연방보험감독청이나 연방카르텔청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 

각 영역별 심결부(Beschlußkammer)를 두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 독립성을 구

현하고 있다.

II. 우리나라

1.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연혁

1948년 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법률 제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2조

는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위원회’를 규정하였다. 당해 법률에는 공무원 선발을 

위한 고시위원회와 공무원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규정되어 있

다. 6ㆍ25전쟁 이후 1955년 법률 제354호로 전면개정된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에서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종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다시 전면개정된 1960년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개정법률｣에서는 ‘위원회’가 

다시 부활하였다. 이후 1963년 법률 제1506호에서는 ‘위원회’가 삭제되었고, 

이러한 법상태는 1970년 까지 이어졌다. 이렇듯 행정조직법상의 일반조항으로 

규정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정부수립부터 설립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면

서 그 설립과 폐지가 반복되었다.131)

리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12, 98면 이하 참조.
131) 행정위원회에 한 정부조직법상 규정의 연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최송화, 

“우리나라의 행정상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 특별호 제2
권, 1972, 24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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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상의 행정위원회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다수의 위원회 조직이 존재했다. 1972년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하

면, 당시 정부 각 부처에 293개의 각종 위원회가 존재했다. 당시 위원회의 설

치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상기한 

5개 경제부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설립년도를 보면, 1960년 에 매년 10

개 미만의 위원회가 설립된 데 비해 1969년에 38개, 1970년에 55개의 위원회

가 설립되어 이러한 위원회가 경제개발계획 및 경제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추정할 수 있다.132)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관하여 보면, 정부수립 이후 꾸준

히 설립되어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 무렵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이

후 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7년 김 중정부 때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한 위원회 조직의 설립 근거 역시 통령령이 아닌 법

률인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133)

2. 주요 경제규제기관의 형성과정

표적인 경제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의 심의ㆍ의결기관으로 발족하였다. 당시 ｢공정거래법｣ 제26조

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

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필수적인 자문기관이었고, 결정 및 처분권한은 

132) 최송화, 전게논문, 244면 이하.
133) 김근세/박혁신, “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16

권 제2호, 2007, 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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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있었다. 199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동 개정법률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는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의 비독립적인 처분기관으로 변모한다. 이후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다. 당해 법

률에서는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

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며 법률 규정상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의 ‘독립성’을 명시한다.134)

금융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

독원은 1997년 법률 제5490호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

었다. 동법 제2조 제1항은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

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명시하였다. 그 후 당해 법률이 2008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

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방송정책 및 규제는 정부수립 이후 줄곧 정부내각에 예속된 독

임제 부처가 담당했다.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당해 법률은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135) 무

소속 독립행정기관이었던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과 규제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합의제 독립기구로 설립되었고, 이는 다양한 공법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

다.  방송위원회는 200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통합되어 

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134) 조성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독점규제법 30년 , 법문사, 2011, 545면 이

하.
135) 법률 제6139호  ｢방송법｣ 제26조 제1항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

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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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제도적 인정

우리나라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위헌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1990년  이후

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제도적으로 이미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합의제 위원회는 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부터 이미 존재해 왔고, 경제발

전과 정부규모의 확 에 따라 그 수는 이미 1970년 부터 300여개에 달했다. 

1990년 부터는 그러한 합의제 행정조직에 법률상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국가

의 중 한 규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독립성의 내용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성과 통제 메카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소결

우리나라의 표적인 경제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이다. 륙법 체계의 국가에서 그 역사가 길지 

않은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19세기 후반 미국이 고안해 낸 산물이다. 이는 체

계적인 제도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영역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반응 내지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연방행정조직이 미비하고, 입법과 사법을 중심으로 경제

규제를 수행해야 했던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20세기 

초반 공황의 시기를 거치며 미국 규제행정의 중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후 20세기 후반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규제가 

등장하고, 통령실 산하의 관리예산처(OMB)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된다. 통령이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뿐 지시권한이나 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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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갖지 못하는 등 특별한 통제수단을 갖지 못하였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예산통제와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행정통제가 강화

되었다.

19세기 이래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전통적인 응이 합의

제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법적 규제였다면,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은 국유화와 

자기규제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미국식의 법령

을 통한 규제방식과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도입함에 따라 합의제 독립규제기

관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요소는 독립성과 합의제이다. 두 

가지 개념요소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요소이다. 가령,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기관 중 하나인 환경청(EPA)은 독립규제기관이지만 

독임제 기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중요 원리인 ‘민주

적 정당성’이라는 독일의 독특한 이론과 함께 독립성과 합의제를 별개로 고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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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하며 국민주권원리를 표명하고 있다. 의민주주

의 체계 하에서 국민은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지만, 선거와 투표, 입

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독일 역시 우리의 헌법규

정과 유사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독일 기본법 제20

조상의 규정으로부터 민주주의원리가 도출되고, 국가권력의 일부인 행정이 민

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행정조직의 구성원리가 나온다. 합의제 독립규

제기관을 비롯한 행정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미국의 논의는 권력분립 문

제가 중심인 데 반해 독일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주된 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독일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구성원리인 행정

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고찰한다.

제1절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

I. 개념

독일 행정법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개의 헌법적 축은 법치국가 원리(Rechtssta-

atsprinzip)와 민주주의 원리(Demokratieprinzip)이다. 그 중 민주주의원리는 독

일 기본법 제20조로부터 도출된다.136) 국민의 자기지배로 이해할 수 있는 민주

136)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

다. 제2항 제1문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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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작용하도록 하는 정치질서 내지 법질서의 

지도원리이자 그러한 국가권력을 발현하는 모든 행정조직의 구성원리이기도 하

다. 따라서 독일의 독립규제기관에 한 고찰에 앞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독일의 고유한 이론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13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문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는 규정으로부터 

국민주권 원리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원리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

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라는 규정138)에서 

정하고 있는 바 로, 국민이 국가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효과

적인 영향’(effektiver Einfluss)을 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해 조항상의 기관

을 통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국

가권력의 행사에 한 국민의 효과적인 영향이란 국가기관의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에 소급될 수 있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그 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39)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국민과 국가권력의 행사 사이의 ‘귀속

관계’(Zurechnungszusammenhang)에 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치 여러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사슬을 이루는 것처럼 국민과 구체적인 행정작

용 사이의 연결고리의 구성요소로써 국가기관 사이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관계

137) Eberhard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 
Aufl. Heidelberg 2004, S. 43ff.; 콘라드 헷세/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 
박영사, 2001, 82면 이하 참조.

138) Artikel 20 Abs. 2 GG: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Sie wird vom 
Volke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geübt.

139) BVerfGE 83, 60, 71ff.; BVerfGE 93, 37, 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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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정함으로써 그러한 귀속관계를 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사슬의 한쪽 끝에

는 국민이 있고 사슬의 다른 한쪽 끝에는 구체적인 행정 작용이 있는데, 그 중

간에 단절되지 않는 여러 국가기관이라는 사슬의 고리가 있어 그 ‘정당성사슬’ 

(Legitimationskette)이 구성된다는 것이다.140)

정치적인 통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

는 것과 달리,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독

일 법학계의 논쟁의 상이 되었다. 1960년 까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가 독일 법학계의 주요 논제가 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나치즘, 즉 ‘국가

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를 경험한 독일에서 제2차 세계 전 이후 특히 

법치국가 원리에 한 논의가 독일 법학계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행정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행정

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규정하겠다는 사고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행정의 독자성’(Eigenständigkeit der Verwaltung) 및 민주적 정당성

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두되게 된다.141)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

는 뵈켄페르데(Böckenförde) 교수는 판사선출의 헌법적 문제

(Verfassungsfragen der Richterwahl) 라는 저술에서 행정의 정당성에 관한 고전

적인 모델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이후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더

욱 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199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

한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판결142)로 이어졌다. 이후 학계의 많은 비판과 논

140) Richard Wiedemann,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und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n：　 Masing/ 
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40.

141) Hans-Heinrich Trute, § 6 Die demokratiesche Legitimation der Verwaltung, in: 
Hommf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
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S. 343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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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와 객체, 민주적 정당성의 형태 등에 관한 독

일의 학설과 판례는 더욱 발전하여 정립되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 라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의 민주적 정당

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물음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국민은 무엇인가? 모든 국

가권력이란 무엇인가? “도출된다” 혹은 “나온다(ausgehen)”라는 의미는 무엇인

가? 첫 번째 물음은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 

정당성의 객체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민주적 정당성의 양태에 관한 것이

다.143)

II.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와 객체

1.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 그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은 민주적 정당성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 지속적인 조종과 통제 

과정의 귀속주체이다.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헌법적 근거는 ‘모

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문의 규

정이지만, 당해 규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더욱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주의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주체와 지배에 종속되는 자의 정체성을 가능한 

142) BVerfGE 83, 37; BVerfGE 83, 60.
143) Ernst-Wolfgang Böckenförde, Verfassungsfragen der Richterwahl, Berlin 1974; 

ders.,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Ⅱ. 3. Aufl., München 2004, § 24; Hans-Heinrich Trute, 
a.a.O., S. 344. 참조. Eberhard Schmidt-Aßmann,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as 
a basis f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Germany, in: Matthias 
Ruffert (ed.), Legitimacy in European administrative law: Reform and 
reconstruction, Gronigen 2011, pp. 5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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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괄적으로 정하여 국민 개념을 피지배자에 기반하여 규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행정의 정당성에 한 고전적인 모델에서는 정치문화적으로 정해

지는 지배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정당성주체인 국민을 규정한다. 그로부터 시

민권 규정에 한 국민개념은 국민의 집합체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실체적으

로 불분명한 일반 중은 국민개념으로 정의되는 특징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 ‘국민’ 개념의 결정적인 요소라면, 

이제 문제는 그러한 개념을 세분화하는 데에 있다. 어떤 연방국가에 있어 이것

은 통일적인 정당성 근거로 세분화되는데, 오직 연방국민 및 연방주국민만이 

각각의 영역에서 정당성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행정의 경우에는 오직 지

역 내지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뿐, 보편적인 권한과 불특정한 일반 중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144)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주민을 민주적 정당성

의 주체로 인정하였다.145)

연방 및 연방주의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경우와 달리 2002년 연방헌

법재판소 판결146)에서 인정된 ‘기능적 자치행정’(funktionelle Selbstverwaltung)

144) 독일 기본법 제28조 1항 주(Staat)에서의 헌법적 질서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공

화적, 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Staat), 군

(Kreis) 및 게마인데(Gemeinde)에서 주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

로 선출된 표기관을 가져야 한다. 군(Kreis) 및 구(Gemeinde)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유럽공동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구(Gemeinde)에서는 구회의(Gemeindesammlung)가 

선출된 단체를 신할 수 있다.
제2항 게마인데(Gemeinde)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

를 자신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 게마인데(Gemeinde)
의 행정연합체도 그 법률상 과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치행정권을 가진다. 자치행정의 보장에는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토 도 포함된

다. 이러한 토 로는 세율권이 있는 게마인데(Gemeinde)가 관할하는 경제 관련 

세원을 들 수 있다.
145) Hans-Heinrich Trute, a.a.O., S.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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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행정의 정당성 주체가 독일 연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국민

이 아니다. 학 구성원이나 변호사회 회원과 같은 이익단체의 표로 구성되

어 이뤄지는 기능적 자치행정은 기본법 제20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민주

적 정당성 주체가 다른 방식으로 논의된다. 기능적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후

술하기로 한다.

2.  민주적 정당성의 객체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그 객체 

내지 상인 국가권력의 ‘행사’(Ausübung)’를 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

소는 국가권력의 조종(Steuerung)이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민주

적 정당성을 요하는 국가권력을 “결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모든 공무 활

동”(alles amtliche Handeln mit Entscheidungscharakter)이라고 정의하였다.147) 

이러한 광범위한 범위는 행정청 외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 내부관계 역시도 포함한다.148) 또한 공동결정

권한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최종적 결정 내지 결정 변경이 존재하더라도 그러

한 결정적 성격의 행위 내지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예

속되는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위의 권한이 행사되지 않는 한 독자

적인 결정권한이 행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문기관이나 전문가 위원회와 같

이 결정의 성격은 없고 순수한 보조 내지 자문 활동을 하는 기관은 민주적 정

당성의 상에서 제외된다.149)

146) BVerfGE 107, 59.
147) BVerfGE 83, 60, 73; BVerfGE 93, 37, 68.
148) BVerfGE 93, 37, 68.
149) Richard Wiedemann,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und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n：　 Masing/ 
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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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주적 정당성의 양태

민주적 정당성의 양태 내지 실현방식에 관한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객체

인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의 주체인 일반 국민에 귀속되도록 하는 수단 내

지 형태의 문제이다.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에 의해 행사

된다” 라는 규정에서 보여지듯이, 정당성 주체인 국민에서 정당성 객체인 국가

권력으로 연결되는 방식의 핵심에는 연방의원 선거와 같은 선거가 있다. 국민

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의회와 의회로부터 구성된 의원내각제 정부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근간을 이룬다. 또한 의회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행정의 구성원 역시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를 통하

여 구성된 기관 모두 정당성의 주체와 객체 간의 정당성 연결고리가 형성되었

다고 보는 것이다.150) 여기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나는 ‘조

직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정당성’ 방식을 소개한다.151)

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42f. 참조.
150) 입헌자가 헌법을 통해 창설한 권력기관은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헙

법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기능적․제도적 정당성’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현수, “합의제 중앙행정관청의 조직법적 쟁점 –민

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55-56면.
151) Ernst-Wolfgang Böckenförde,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Ⅱ. 3. Aufl., München 2004, 
S.434ff.; Hans-Heinrich Trute, a.a.O., S. 344. 참조. Eberhard Schmidt-Aßmann,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as a basis for administrative organisation and activity 
in Germany, in: Matthias Ruffert (ed.), Legitimacy in European administrative law: 
Reform and reconstruction, Gronigen 2011, pp. 5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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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적․인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정당성’(organisatorisch-personelle Legitimation)의 핵심은 국민

과 공무수행자 간에 단절되지 않는 정당성 사슬이 연결된다는 데에 있다. 구체

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수행자로부터 주권자인 국민까지 환원될 수 있는 

완전한 사슬이 필수적이다. 개별 공직자는 장관을 필두로 하는 계서제 행정조

직 내에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배치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법 제64조 제1항152)에 따라 연방수상이 임명한 장관은 연방수상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독일 기본법 제63조153)에 따라 연방의회가 선출한 

연방 수상은 의회로부터 ‘인적 정당성’을 얻는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연방의회는 국민과 맞닿아있는 유일한 연방기관이다. 연방주 차원의 행정기관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성 사슬이 형성된다. 조직․인적 정당성의 결

정적인 요소는 그 자체로 충분히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기관 내지 공직자에 

의해 정당성사슬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154)

2. 실질적․내용적 정당성

‘실질적․내용적 정당성’(sachlich-inhaltliche Legitimation)은 국가권력을 국민

152) 독일 기본법 제64조 제1항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 통령에 의

해 임면된다. 
153) 독일 기본법 제63조 제1항 연방수상은 연방 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토론 없이 선출한다.
154) BVerfGE 83, 60, 73; BVerfGE 93, 37, 65ff.; Richard Wiedemann,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und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43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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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표자에 하여 내용적으로 구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질적․내용

적 정당성은 두 개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요소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행정이 

법률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 즉 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지시, 감독, 통제, 소환과 같은 그에 동반하는 수단이다. 두 가지 요소

는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며 행정의 정당성에 한 고전적 모델에서 정당성을 

매개하는 근간을 이룬다. 이에 관하여 중심에 있는 것은 의회의 법률이다. 의

회민주주의 하에서 법률은 정당성 매개수단으로서 그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한 기능에 있어 법률유보와 법률우위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정당성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의회

의 입법은 조직규범이나 절차규범은 물론 예산법률을 포함한 모든 형태 및 내

용의 법률을 포함한다.155)

의회의 법률을 통한 법적 구속이 행정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와 함께 정당성을 매개하는 근간을 이루는 다른 한 

가지 요소인 의회에 한 정부의 책임은 그 범위와 결과에 있어 논란이 있다. 

또한 정부의 책임은 정부에 한 의회의 통제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내

각 및 행정의 조종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의회의 통제권한에 따라 의회는 보

통 사후에 정부와 행정에 한 조사를 하고 이로써 정부와 행정의 행위 및 활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예산권과 그로 인해 행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이외에도 의회의 정부질의, 소환권한, 특별한 정보 

요청권, 조사권, 불신임투표 등과 같은 의회의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회의 수단이 행정부 전체영역을 상으로 한다면, 

그러한 수단의 통제 상은 정부내각(Regierung)이다. 따라서 행정에 한 직접

적인 개입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모델에서는 정부가 필수적인 정당성의 매개체

155) Hans-Heinrich Trute, § 6 Die demokratiesche Legitimation der Verwaltung,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
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Rn.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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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와 같은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의 고전적인 모델에 관한 트루테(Trute) 

교수의 견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156)

<그림 2-1> 실질적․내용적 정당성

IV. 기능적 자치행정의 문제

1. 충분한 정당성 수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슐레스빅-홀슈타인주 ｢공동결정법률｣(Mitbes-

timmungsgesetz)에 관한 결정157)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결정을 내렸다. 당해 결정에서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 ‘충분

한 정당성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에 관

156) Hans-Heinrich Trute, § 6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Verwaltung,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
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Rn. 11.

157) BVerfGE 9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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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슐레스빅-홀슈타인주 ｢공동결정법률｣은 직원 표의 선출

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였고, 부(Ministerium)의 인사행정에 있어 직장에서의 휴

식 및 휴가계획부터 승진 및 인사관리까지 광범위한 공동결정권한을 인정하였

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의 효과적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

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실

질적․내용적 정당성 역시 법률을 통한 법적 구속과 함께 ‘결정으로서의 특성

을 가진 모든 공무활동’(alles amtliche Handeln mit Entscheidungscharakter)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공직

자는 의회에 책임을 지는 장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정부내각(Regierung)이 국민과 의회에 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다.158) 당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사

결정에 한 인사위원회(Personalrat)의 참여와 같은 행정내부 영역에서 역시 

“공직의 자치”(Autonomie des öffentlichen Dienstes)는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 따라서 직원 표들은 그들이 내린 결정에 하여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

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슐레스빅-홀슈타인주의 ｢공동결정법률｣

(Mitbestimmugsgesetz)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당해 재판부는 직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표는 국민으로부터의 인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직원 표가 

가지는 ‘지시로부터의 독립성’(Weisungsfreiheit) 역시 실질적 정당성을 결여한

다고 보았다.159)

2. 기능적 자치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슐레스빅-홀슈타인주 ｢공동결정법률｣에 관한 판례

를 통해 분명하고 엄격한 민주적 정당성모델에 관하여 선언하였고, 고전적인 

158) BVerfGE 93, 37, 67ff.
159) BVerfGE 93, 37, 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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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행정’(Ministerialverwaltung)을 기술하며 관료제 기구의 독자성에 한 위

험에 반 하였다. 당해 판례는 여러 측면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가령, 법

원의 국가중심주의 내지는 무차별적인 집단적 성격의 민주주의 개념이 독일 

기본법상의 자치행정과 참여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법원이 민주

주의원리를 행정조직 모델에 가둔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당해 판례는 계서

제 장관행정에 고착되어 있어서 독일의 행정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자치를 지지하는 민주적 입법자의 자유마저 부정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160)

이러한 비판이 있은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2002년 엠셔협동조합 및 리페연합 

결정161)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일부 견해를 수정하게 된다. 당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직접행정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능적 자치행정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한 판단이다. 20세기 초반 프로이

센 시절 지금의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의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특별

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상 단체인 엠셔협동조합과 리페연합은 하천 및 상하수

도의 규제와 관리에 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당해 사안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된 것은 1990년 제정된 ｢리페연합법｣(Lippeverbandgesetz)과 ｢엠셔협동조합법｣

(Emschergenossenschaftgesetz)의 몇몇 규정이, 당해 규정에 따르면 리페연합과 

16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Thomas Blanke, Funktionale Selbstverwaltung und 
Demokratieprinzip: Anmerkungen zu den Vorlagebeschlüssen des Bundesver-
waltungsgerichts v. 17.12.1997, in：　 Redaktion Kritische Justiz (Hrsg.), 
Demokratie und Grundgesetz, Baden-Baden 2000; Brun-Otto Bryde, Das 
Demokratieprinzip des Grundgesetzes als Optimierungsaufgabe, in：　 Redaktion 
Kritische Justiz (Hrsg.), Demokratie und Grundgesetz, Baden-Baden 2000; Richard 
Wiedemann,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und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
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46f. 참조.

161) BVerfGE 10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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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셔협동조합은 단절되지 않은 조직적․인적 정당성이 결여되는데, 독일 기본

법 제20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 제1문에 근거를 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

는가이다. 다시 말해, 자치행정이라는 이유로 단절되지 않는 인적 정당성사슬 

없이 국가권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162)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능적 자치행정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임무영역에서 주

로 발생하여 국가의 행정청을 통해 수행하는 공적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들며 어떤 영역을 자치행정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은 인적 정당성 없이도 국가권력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치행정에 있어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를 위해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기능적 자치행정의 경우에도 그 임무와 권한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고, 그 임

무 수행 내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인적 정당성을 갖춘 공직자의 감독 하에 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63)

2002년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민주적 정당성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고, 인적 정당성을 갖춘 공직자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인적 정당성의 또 다른 형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독립행정청의 ‘지시로

부터의 독립성’(Weisungsfreiheit) 문제는 그러나 실질적․내용적 정당성과도 관

련이 있다. 지시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또한 행정의 국민과 의회에 한 책임

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전통적인 계서제 장관행정에서 행정의 의회에 한 책

임성이 장관의 책임성을 통해 구현된다면, 장관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

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 결국 행정의 책임성이 장관의 책임을 통해 생성된

다면, 책임성의 전제인 지시권한 역시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행

정의 의회에 한 책임성을 형성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 지시권한 역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2002년 엠셔협동조합 및 리

162) BVerfGE 107, 59, 60ff.
163) BVerfGE 107, 59, 9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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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연합 판례에서 제시한 공직자의 감독을 통한 방식이다. 즉, 장관의 지시에 

예속되어 있고 장관의 책임성 하에 있는 공직자가 자치행정 조직을 감독함으

로써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다.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의회에 한 책임성

을 구현하는 방식이 경쟁법이나 규제법 영역에서와 같은 ‘제도화된 총체적 통

제’(institutionalisierte Gesamtkontrolle) 방식이다.164)

제2절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

I. 민주적 정당성 모델에 관한 이론

1. 일원주의 이론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일원주의적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이 오직 국

민과 의회의 표를 통해서만 매개될 수 있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집행권

력은 국민 표에 한 귀속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고, 그것은 정부내각

(Regierung)의 의회에 한 책임성을 통해 보장된다. 또한 오직 정부내각만이 

의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부내각이 행정의 모

든 영역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행정부 

164) Walter Krebs, Verwaltungsorganisation,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5. 3. Aufl., Heidelberg 2007, S. 
514ff. 참조; Richard Wiedemann,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und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
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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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집행권력의 독자적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일원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계서제 원리는 행정의 독임제적 구조와 하부행정단위에 한 

일반적인 지시권한과 함께 민주주의 헌법국가에 적합한 유일한 행정구조이

다.165)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1문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서 나타나는 국민 개념에 있어 일원론은 국민 개념을 민족국가(Nationalstaat)의 

인적 토 와 동일시한다.166) 일원론은 국민을 독일민족의 연합체로 상정하는데, 

그러한 연합체는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인적 토 로서 정치적인 운명공

동체 및 위험공동체를 형성한다.167) 이러한 일원주의 또는 국가이론 전통의 중

요한 징표는 ‘단일체’(Einheit)에 한 강조인데,168) 단일체라는 관념은 국가 내

지 국민 개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행정과의 관계에서 역시 활용된다. 정치적 

단일체로서의 전체국민은 중앙집권적으로 형성된 국가조직의 근간을 형성하고, 

유일한 정당성 주체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내용은 국가권력의 유일한 근본적

인 정당성주체로서의 기능에 한정되는 반면, 유럽연합의 틀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구조적인 분권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원주의 이론에 따

165)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1991, 
S. 129ff.;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64. 참조.

166) 국민 개념에 한 국가이론적 개념(Staatstheoretische Konzept)과 국민 개념의 

역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Rolf Grawert, §16 Staatsvolk und Staatsangehörigkeit,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Ⅱ. 3. Aufl., Heidelberg 2004, 
Rn. 8ff. 참조.

167) Josef Isensee, § 13 Staat und Verfassung, in: ders./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Ⅰ. 2. Aufl. Heidelberg 1995, S. 634.

168) 국가단위(Staatseinheit)라는 도그마에 하여 켈젠은 이를 법질서의 단위(Einheit 
der Rechtsordnung)로 파악하였고, 칼 슈미트는 민족의 정치적 단위(politische 
Einheit eines Volkes)로 파악하였다.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Rolf Grawert, §16 
Staatsvolk und Staatsangehörigkeit,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Ⅱ. 3. Aufl., Heidelberg 2004, Rn.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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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작용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형식적 원리로 한정될 

수 있다.169)

2.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은 위와 같은 일원주의 이론의 채택에 한 비판으로부터 시

작한다. 드라이어(Horst Dreier)가 지적하는 바 로 독일연방공화국 행정조직의 

복잡한 현실은 더 이상 협력적인 계서제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되기 힘들

다는 인식이 다원주의 이론의 출발점이다.170) 민주주의 내지 민주적 정당성에 

한 다원주의 이론은 국민을 지배자의 객체가 아닌 현실적인 파트너로 파악

한다. 다원주의 이론은 국민주권 원리를 평등과 자유의 자기지배로 뒷받침한 

루소와 칸트의 계몽주의 전통을 언급하는데, 그들에겐 민족적인 단일성 내지 

국가적 단일성이 아닌 새로운 정당성의 원천인 국민을 통해 전통적인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 문제였다. 민주주의 원리에 한 다원주의 이론은 국가의 결정

과정에 개인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측면을 강조하고, 그것의 핵심 논거는 

개인의 자기결정 원리이다. 국가기관의 작용은 일방적이고 구속적인 명령이거

나 어떤 종류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기관

의 작용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원주의 이론은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민주주의의 근

본적인 생각으로 고려한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원주의 이론은 국민주권

을 국가작용의 단위를 형성하는 정치과정이 전체국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다양

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반해 일원주의 이론

169)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65f. 참조.

170)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1991, 
S. 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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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동의 자기결정 원리의 기반이 되는 ‘관계자’(Betroffenheit) 개념을 단지 

사회의 이질성의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171)

다원주의적 개념에서는 국가의 단일성 내지 행정의 단일성은 단지 ‘관계개

념’(Beziehungsbegriff)일 뿐인데, 그것은 국가이론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

라 자유주의적인 다원주의 사회의 긴장상태를 인정하는 헌법질서를 통해 형성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원주의 이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다양성과 국가권력의 

동질성 간의 뚜렷한 구분이나 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별한 부분들

을 통합하는 세분화된 메카니즘이 행정의 영역에서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이

러한 맥락에서 국가조직은 다양한 결정메카니즘의 조합을 통해 국민에 한 

지속적인 귀속을 보장하는 임무를 지니는데, 그러한 결정메카니즘은 총체적으

로 국가를 효력단위로 구성한다.172)

독일의 연방국가적 특성, 지방자치행정의 발달, 연방정부 내부에서의 여러 

독립적인 행정조직의 생성과 함께 무엇보다 독일이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행정 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한 국가의 정당성 구조는 더 

이상 엄격한 일원론적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 기본법 

전문과 제23조 이하의 규정에 근거하는 유럽연합의 행정조직에 독일연방공화

국의 국가권력은 예속되었고, 다양한 조약들의 개정을 통해 그러한 권한 영역

은 더욱 확 되었다. 기존에는 국가가 독점하던 고권적 권력을 이제 초국가적 

차원의 행정조직이 행사하게 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일원주의 이론

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조직이 여러 단위의 행

171)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66; 담론과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을 강조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국

민주권 개념에 한 내용은 위르겐 하버마스/한상진‧박영도 역, 사실성과 타

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 나남출판, 2007, 403면 이하 참

조.
172)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73.



- 79 -

정주체로 분화되고 다양한 서로 독립적인 정당성 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유럽연합의 일부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헌법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이

다.173)

II.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매개로서의 한계

1. 대의제 메카니즘

의민주제 하에서는 정당성의 주체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표를 

선발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표가 법률의 제정을 비롯한 의회의 모

든 개별결정을 내린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므로 구체적

인 이해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174) 그러나 선거는 헌법질서의 일부로서 

사회의 의사형성과정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부차적으로 국민의 표가 유권자

에게 구속되도록 보장한다. 선거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과 분리될 수 없고, 선

거라는 과정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선거는 선거 자체만

이 아닌 그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다양한 메카니즘과 조합을 이루고, 

오직 이 조합만이 의제를 제도적으로나 절차에 부합하도록 하는 열린 절차

를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사회의 의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가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을 제도화한다. 이렇듯 여론과 단체, 정당을 통해 구조화된 의

제 메카니즘은 전체 국가권력의 기본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구성한다. 바꾸어 

173) BVerfGE 79, 127, 148;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68 참조.

174) Niklas Luhmann, Legitimation durch Verfahren, Frankfurt am Main 1983, S. 164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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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집단인 의회 그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정당

성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175)

2. 법률을 통한 행정의 조종

고전적인 관료주의 모델과 일원주의적인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는 

법률을 통해 행정을 최 한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구속하는 데 있다. 의회는 법

률제정을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고, 행정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구속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고

전적인 법치국가 모델의 관념은 오늘날의 행정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행

정이 법률에 의해 인정된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자체로 이미 행정은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에 기초해

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한 새로운 규명이 필요함을 그로스(Gross)는 지적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을 통해 행정을 완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는 ‘입법완벽

주의’(Rechtsetzungsperfektionismus) 개념은 보편적인 지도이념으로서 무용하다

는 것이다.176)

행정을 규범적으로 완전히 구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20세기 초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법치국가의 이상으로 상정된 것이다. 나치 시기를 거치고 전후 

독일에 새로운 헌법 질서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법치국가의 이상은 더욱 고조

175) 위르겐 하버마스/한상진‧박영도 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

적 법치국가 이론 , 나남출판, 2007, 248면 이하 참조; Ernst-Wolfgang 
Böckenförde, § 24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Ⅱ. 3. Aufl., Heidelberg 2004, Rn. 8ff.;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78f. 참조.

176)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80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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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빈틈 없는 법적 규율은 현  사회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아리스토

텔레스조차 지적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규범이 한계를 지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서 구체화의 여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77)

독일 연방행정재판소는 행정의 계획형량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설

시한 바 있다.178) 이러한 계획행정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

가의 일반의사의 형성은 법률을 통해 형식적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179) 

법률규정은 현  행정의 방 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할 뿐이고 적지 

않은 흠결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흠결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복잡한 사

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의 법

률을 통한 조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180)

법률을 통한 규범화 가능성의 한계를 인식함으로 인해 행정작용의 자유여지 

내지 행정집행의 독자성은 더욱 커진다.181) 특히 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용의 기속성의 정도는 법률규정마다 서로 다르다. 

예컨 , 세법상의 세율과 같은 명확한 규정부터 구체화가 필요한 추상적 불확

정개념이 사용된 규정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룬다.182) 따라서 다양한 행정

형태는 ‘기계적 법률집행’이라는 획일적 모델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오

히려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183)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

주의가 법의 지배를 통한 국민의 지배라는 생각 역시 동일선 상에 놓고 볼 수 

177) Thomas Gross, a.a.O., 1999, S. 181.
178) BVerwGE 100, 370, 383.
179)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1991, 

S. 129.
180) Helmut Willke, Systemtheorie, Stuttgart 1995, S. 62f. 참조.
181) Horst Dreier, a.a.O., Tübingen 1991, S. 127f. 참조.
182) Friedrich Müller, Juristische Methodik, Berlin 1995, S. 128ff. (Thomas Gross, 

a.a.O., S. 183에서 재인용)
183) Thomas Gross, a.a.O., S. 18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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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말은 반 로 국가기관의 모든 작용이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영역에서 흠결 없는 법적 구속의 모델

에 따라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  행정의 사실적인 조건을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이 아닌 조직규범 내지 통제규범에 근거하는 행정의 독자적

인 제도적 정당성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그로스(Gross)는 지적한다. “행정에 

한 법적인 조종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정당성 방식이다. 

실제적인 법적 구속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으로 매개되는 조종수단과 조직형태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184)

3. 정부의 책임성

법률을 통한 구속과 함께 정부내각의 책임성 및 지시에 한 예속성은 실질

적․내용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 정부내각은 행정에 

한 지휘권한 내지 지시권한을 통해 법률이 략적으로 정해 놓은 틀 속에서 

법률이 다하지 못한 남아있는 여지를 보충하고 이에 한 책임을 진다.185) 이

로써 정부내각은 독점적인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elle Legitimation)의 매개

체로 기능하고,186) 의회는 의회 다수의 신임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고 석명권, 

소환권, 조사권 및 탄핵을 통해 정부내각을 통제한다.187)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 사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

든 영역에 한 광범위한 통제권한을 가져야 한다면, 정부내각은 그 집행을 위

184) Thomas Gross, a.a.O., S. 184.
185) Ernst-Wolfgang Bökenförde, § 24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Ⅱ. 3. Aufl., Heidelberg 2004, Rn. 
22. 참조.

186) Thomas Gross, a.a.O., S. 184.
187)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Ⅱ. München 

1980, S. 5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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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정 전반에 한 지휘권한 및 지시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

회에 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정부내각과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

는 행정의 구체적인 결합은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개별 장관의 조

직 내부에서의 지휘수단은 곧 지시권한이다. 오직 지시권한을 통해서만 행정의 

수뇌부와 사실상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개별 행정단위 간의 의사의 합치가 발

생한다. 또한 지시권한은 인사권을 통해 계서제적인 지시권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시권한과 단절 없는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은 

필연적으로 계서제 원리로 향하게 된다. 행정조직 전체를 관통하는 ‘지

시’(Weisung)의 끈은 오직 계서제 조직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그러한 조직의 

논리적인 귀결 형태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는 엄격한 계서제 형태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본적인 계서제적 조직 모델은 다른 모든 예외적인 조직형태에 헌법

적인 정당성을 요구하게 된다.188)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일원주의적 입장은 여러 비판에 직면하게 되

는데, 그러한 비판의 핵심적인 논변은 이미 현  행정의 현실과 행정 및 의회

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정당성 연결모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로스(Gross)는 이에 하여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비판을 제기하는데, 연방

국가구조, 지방자치 행정구조, 유럽연합의 행정구조, 내각정부 책임성의 현실적 

효과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우선 연방국가 구조에서부터 그러한 설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이 제정한 법률을 연방주 행정부가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명령과 연방주가 수행하는 행정집행은 

구조적으로 분리되게 된다. 다시 말해, 법률의 수행권한이 부여된 주장관은 법

률을 제정한 연방의회가 아닌 주의회에 책임을 지게 된다.189)

둘째, 지방자치 행정구조 역시 일원주의적 설명이 부합하지 않는다. 연방법

188) Thomas Gross, a.a.O., S. 184ff.
189) Thomas Gross, a.a.O., S. 1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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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주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인적 정당성’이 의회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 경우 역시 규범제정자로서의 의회와 규범집행자로

서의 행정이 인적으로 분리되게 된다.190)

셋째, 유럽연합의 규정과 지침으로 회원국 행정청의 구체적인 작용을 큰 틀

에서 규정하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행정 영역에서 일원론적 모델의 붕괴는 

더욱 극명해진다. 유럽연합의 코미톨리지(Comitology) 시스템이 담당하는 규칙

제정은 일원론적 입장에서는 설명이 힘들다.191)

넷째, 앞선 세 가지의 경우와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한 차원에 놓여져 

있는 경우에도 내각정부의 의회에 한 책임성 개념이 현실에서 그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규범적으로 독일 기본법상 정부내각 시스템은 연방

의회가 단지 해임의 형태로 정부내각에 한 직접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각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구체적인 법적 제재가능성이 결여되어 있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소환권을 제외하고 국민의 

표인 의회는 개별 장관에 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보다 본질적인 반론일 수 있는 비판은 행정의 모든 작용을 의회

가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의회에게 절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의회에 한 책임성의 매개자로서의 정부내각 내지 행정수뇌부 역시 방 한 

행정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192)

네 가지 이유 중 앞의 세 가지 이유는 그 비판의 내용이 분명하고 수긍이 

간다. 그러나 네 번째 이유인 내각정부 책임성의 현실적 효과 측면은 쉽게 수

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경우 과거에 비해 의회의 권한과 실질

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고 있고, 언론을 통한 부수적인 파급력 역시 확 되

190) Thomas Gross, a.a.O., S. 187.
191) Thomas Gross, a.a.O., S. 187.
192) Thomas Gross, a.a.O., S. 1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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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 및 행정 현실에서는 그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III. 민주적 정당성 요구의 완화

1. 기능적 권력분립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193)의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

과 법에 구속된다” 라는 규정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본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가 동등한 것이 아닌 서열관계가 존재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오

늘날 권력분립의 실질적인 의미는 국가기관을 분리하거나 고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정해진 특정한 권한을 귀속시키거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적 의미의 권력분

립은 복잡한 국가시스템을 수직적인 방식과 수평적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구분

하고 세분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194) 헤세(K. Hesse)는 권력분립의 목적

이 본래 단일한 것이었던 국가권력을 사후적으로 저지하고 제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질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

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권력분립의 상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하나의 적

극적인 질서이다. 그 질서는 개별권력을 구성하고, 그 권한을 규정하고 제한하

며, 협력을 규율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된 국가권력의 단위로 이끄는 것이

다.”195) 국가권력의 다양한 기능 및 작용을 다양한 조직부분에 세분화해서 구

193)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 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194)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1991, 
S. 17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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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다는 기능적 권력분립 관점에서 국가권력으로서의 행정의 독자성 내지 독

자적 기능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행정의 독자적 기능

일원주의 이론의 근간에는 국가의 ‘의사형성’(Willensbildung)에 한 특정한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은 국가를 법인으로 파악하는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그 

이론을 통해 민사법적 개념이 공법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러한 개념은 무의식적

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형성한다. 의사의 표현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작용

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로서, 국가작용의 개별행위뿐만 아니라 국민, 

의회, 내각정부, 행정 사이의 정당성 관계에도 전용될 수 있다. 정당성 관계는 

의사관계의 사슬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은 국민의 의사이다. 국민의

사는 국민의 표인 의회에 의해 법률의 형태로 형성되고, 입법적 의사는 법률

을 집행하는 전체 행정조직에서 행정 수뇌부의 의사로 확산되어 행정의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을 규정한다.196)

그로스(Gross)는 이러한 의사이론이 기껏해야 단순하게 구조화된 전제적인 

조직에서나 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일한 국가가 아닌 내부적으로 고정

된 권한을 가지고 기능적 및 조직적으로 분화된 국가에서는 의사이론이 무용

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여러 의사 중에 어떠한 의사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로써 국가라는 법인의 의사로 효력이 간주될 수는 있으

나 ‘독자적인 전체의사’(selbständiger Gesamtwill)197)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논

195)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Heidelberg 1999, Rn. 482. 

196)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68f.;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1991, S. 131f, 140f. 참조.

197) 독자적인 전체의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ans J. Wolff, Organschaf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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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핵심적인 논지는 단체는 의사를 갖지 않고 오직 법인에 귀속되는 의사

표시가 단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198) 특히 이것은 합의제 구조에서 잘 

드러나는데, 합의제 조직에서는 개인의 결정이 조직에 귀속되지 않고, 다수결 

내지 합의에 의한 결정이 표현될 뿐이다. 이 경우에 자연인의 의사가 아닌 협

의과정의 결과물, 즉 결의가 조직의 행위로 귀속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의제 

위원회의 조직은 다양한 개별 의사를 모으고 하나의 공통된 결과를 만들어 내

기 위한 수단이다.199)

따라서 행정은 외부 의사의 집행기관으로 단순 분류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행위하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결정을 생산해 내는 국가권력이다. 행

정의 독자성의 정도는 법률을 포함한 실체적 프로그램의 정밀함 내지 규율밀

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법률집행 기능만이 아닌 다양한 기

능을 갖는데, 각각 특수한 정당성 요구와 특수한 조직형태가 그러한 상이한 기

능에 부합한다. 정당성의 원천인 국민, 국민의 표인 의회, 의회의 신임을 받

은 내각정부, 내각정부의 지휘에 따르는 행정기구의 개별단위 사이의 조종관계

는 단순한 의사행위로 분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로스는 이에 하여 민

주적 헌법국가의 세분화된 조직적 배열은 각각 다르게 규정 가능한 영향 메카

니즘의 조합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200) 드라이어(Horst Dreier)는 행정의 구

체적인 독자성이 어떤 일반 추상적인 도그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

한다.201)

3. 민주적 정당성의 보충적 형태

juristische Person. Bd. 1. Berlin 1933, S. 160ff. 참조.
198) Hans J. Wolff, a.a.O., S. 162.
199) Thomas Gross, a.a.O., Tübingen 1999, S. 191f.
200) Thomas Gross, a.a.O., S. 192f.
201) Horst Dreier, a.a.O., S. 17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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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한 의회의 선출은 분명 민주주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광범위한 정당성 메카니즘을 통해 보충할 수 있

고, 헌법과 조직법에 의해 형성된 국가의 구조는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와 행정 사이의 연결점은 제한 없는 지휘권한을 가진 정부내각(Regierung)

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의 보충적 구조나 다른 특별한 임무유형에 

의해 계서제 행정구조에서 벗어난 조직에 의해 보완된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

적인 국가가 점차 다원적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과거에 비해 현격히 확 됨에 따라 현 국가에 

한 정당성요구가 늘어나는 것에 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2)

그로스(Gross)는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에 한 보충적 형태의 하나가 합의제 

조직형태라고 주장한다.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행정이 이해관계의 조정을 제도

화하고, 그 과정에 이해관계자 내지 그 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이 모호하게 정해 놓은 임무를 다원적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가 넘겨받아 

그것을 구체화하고 보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합의제 위원회는 독자적인 책임

성을 가지고 법률의 이행을 수행하고, 입법자와 일반행정조직의 부담을 덜어준

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 공익은 입법자가 충분히 구체적인 형태로 사전적으

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행정의 결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의 고려를 통해서

야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실체적으로 하나의 자치행정의 형태이고, 당

연히 행정작용에 한 일반적인 규정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이

미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의 구조를 기능적 제약 내지 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행정 내부에서 반영하는 것이다.203)

제3절 평가

202) Thomas Gross, a.a.O., S. 194f.
203) Thomas Gross, a.a.O., S. 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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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당성 논의는 행정조직의 구성원리에 한 기본적인 입장과 시각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륙법계인 우

리나라가 미국식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도입해서 제도화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서 그 의미는 자못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민주주의원리로부터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

에 관하여 국민은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 효과적인 영향’이란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의사에 소급될 수 있어

야 하고,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핵심은, 국민과 국가권력의 행사 사이의 단절되지 않

는 ‘정당성 사슬’이 상정됨으로써 귀속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

는 정당성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

내용적 정당성’을 들고 있고, 2002년 결정에서 기능적 자치행정의 경우 ‘조직

적․인적 정당성’ 없이 ‘실질적․내용적 정당성’만으로도 충분한 민주적 정당

성이 확보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 인적 정당성을 갖춘 공직자의 감

독 하에 두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은 의회의 법률을 

통한 법적 구속과 의회에 한 정부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의회에 한 

정부의 책임은 의회의 통제와 행정적 조종수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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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합의제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의 행정영역에서 두드러졌던 특징이 막스 베버가 

주창한 관료제의 확립이었다면, 20세기 후반 그에 상응하는 행정영역의 특징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두였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 및 전세계 주요국가의 행정영역에 지 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신

공공관리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장관을 필두로 하는 내각부처의 행정조직은 

정책과 법령을 생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다른 일상적인 법집행은 

내각부처 외부의 하부행정조직에 위임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 에너지, 방송통

신, 기타 공공산업과 같은 경제규제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니

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그 규제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통령과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계서제 행정조직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규제기관이 경제규제임

무를 수행하지만, 독일의 경우 규범적으로 장관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

지는 않으나 사실적으로 독립된 하부행정청이 규제행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

러한 제도의 차이, 조직형태 및 통제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론

은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이다. 독일 역시 다양한 이유에서 기존의 계서제 

행정조직과 구분되는 합의제로 구성된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존재해 왔다. 합의

제는 독립성과는 별도의 개념요소이나 합의제 행정조직이 구성되면 독립성이 

증 되고 책임소재와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독립성의 문제, 민

주적 정당성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중

시하는 독일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독립성과 합의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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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 소재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두 가지 개념요소는 독립성과 합의제이다. 미국의 환

경청(EPA)은 독립규제기관이지만 독임제 기관이고, 프랑스의 에너지 국가옴부

즈만(Médiateur national de l’énergie)이나 영화옴부즈만(Médiateur du cinéma) 

역시 독임제 독립규제기관이다. 그러나 통상의 독립규제기관의 조직형태는 합

의제 기관인 만큼 독립성과 합의제는 깊이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개념은 엄연히 별개의 개념요소이다. 가령,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

법부 조직에서 독임제 형태인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공존한다. 양자 모두 독립

된 기관이지만 특정한 이유에 의해 독임제 내지 합의제로 구성된다. 행정부 조

직 역시 독립성을 구현하는 이유와 합의제를 구성하는 이유는 각각 별개이다. 

따라서 독립성과 합의제를 별도의 개념으로 두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수행하는 특정한 임무의 성격 내지 유형에 따라 어떤 조직의 독립성

을 인정하고 보장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정한 행정조직에 독립성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계서제 행정조직과 달리 정부내각의 임면권이 제한되고, 지시권한과 

감독권한이 약화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 내지 행정권력의 일부로서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계서제 행정조직과 차별되는 보충적인 민주적 정

당성 확보 기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영미법계의 국가나 

륙법계의 국가 모두 현  행정에서는 계서제 행정조직의 전체 구조 속에서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행정조직이 등장함에 따라 그 독립성의 구현방

식을 규범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의미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는 독립성과는 별개의 개념요소이나, 합의제 행정조직이 구성되면 상

급관청의 지시권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통제와 책임

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합의제 조직이 단순한 자문기관이나 보조기관이 아닌 상급관청을 구속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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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거나 합의제 조직이 직접적인 처분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의제 행정조직은 독립성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닌

다. 또한 통상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합의제 위원의 경우 행정부나 의회, 사

법부가 특정한 결정에 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독임제 행정기

관과 구별되는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2절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독일 기본법상의 독립기관은 학,204) 방송국,205) 연방은행,206) 연방회계감사

원207)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본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기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행정청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의회에 책임을 지는 장관에 예속되고, 특

히 개별 사안에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장관의 지시로부터의 독립성 요건에 따르

면 독일에는 독립규제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새

로이 제정되는 법률들은 장관의 지시권한을 특정한 조건 내지 형식과 결부시

킴으로써 그 지시권한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독립성을 법적으로 명시된 규범적

인 장관의 지시․명령권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한다면 사실상 독일에는 독립

행정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시로부터의 독립성은 법학적인 맥락에서 

204) 독일 기본법 제5조 제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롭다.
205)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영상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206) 독일 기본법 제88조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 및 발권은행을 설치한다. 그 

업무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며 물가안정의 보장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유럽중앙은행에 이양될 수 있다. 
207) 독일 기본법 제114조 제2항 그 구성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지니는 연방회계감

사원은 결산과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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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청의 양태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청의 개별 결정에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보 및 정보처리능

력에 속하는 다양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지시권한에 관한 

법적 구성만으로는 행정청이 장관의 지시에 구속되는가에 한 전제조건들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법 및 행정법학이 행정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

해서는 그 법적 개념과 함께 장관의 지시에 한 구속 혹은 독립성에 관하여 

사실적인 행정조직의 현실 내지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계서제행정조직과는 상 적으

로 차별화되는 독일연방의 독립적 행정청208) 및 개별 경제감독청에 해 살펴

보기로 한다.209)

I. 독립성의 의의

앞서 제1장에서 고찰한 바 로 독립행정기관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당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반응으로 생겨난 것이다. 연방행정조직의 

발달이 미비하고, 입법과 사법을 중심으로 규제행정을 수행하며, 직업공무원제

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독립행정기관이 생겨났다. 통령이 임명권과 해임

권, 지시권한을 갖는 일반 행정부 구성원과 달리 독립행정기관의 구성원은 

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뿐 해임권한과 지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

208) 여기에서는 미국의 ‘독립행정기관’(independent agency)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 

‘selbständige Behörde’라는 독일어 용어를 ‘독립적 행정청’ 내지 ‘독립적인 행정

청’ 이라고 표현한다.
209) Georg Hermes, Abhängige und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 ein Überblick 

über die Bundesverwaltung,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
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5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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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독립행정기관이 주된 논쟁의 상이 된 것은 20세기 초반 뉴딜시기에 독

립규제기관이 미국 행정조직의 주된 형태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큰 설립의 이유였던 미국의 독립행정기관은 사후적으로 미국 

헌법상 권력분립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반면, 독일에서는 본래 국왕이 모두 가지고 있던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이 분

리되고, 행정의 지배자인 국왕이 국민으로 체되는 역사적 맥락에서 국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행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반 국민이 아닌 지역주민

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보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연방정부 내

의 기능적 독립행정기관은 의회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장관의 지

시권한과 감독권한에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에서의 독립성 

논의는 장관의 지시권한과 감독권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독립성의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210) 통상 조직적 

독립성과 기능적 독립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직적 독립

성의 내용으로 조직 형태, 구성원의 선임방식, 위원 겸직, 임기보장, 예산의 독

립성 등을 들 수 있다. 조직적 독립성의 핵심적 요인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권력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이다. 정부내각 및 하급행정청 외부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의 임명 

방식을 정하며, 위원 겸직의 허용여부를 규정하고, 임명권자의 해임권한을 제

한하는 등 조직의 실체를 형성하고 설계함에 있어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조직적 독립성이다.211)

기능적 독립성의 내용으로는 계서제적 통제권의 부재, 조직 및 직무상의 자

210) 가령, 법인격의 유무나 회계적 분리의 유무와 같은 요소도 독립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박재윤, “행정조직형태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행정법연구 제26
호, 2010.4, 271면.

211) 조직적 독립성에 한 상세한 내용은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경인문화사, 2013, 100면 이하 참조.



- 95 -

율성을 들 수 있다. 계서제적 통제권의 본질적 요소는 상급관청의 지시권이

다.212) 이러한 맥락에서 기능적 독립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급기관의 ‘지시로

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기능적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조직적 독립성과 

상관없이 ‘지시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면 기능상으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

다. 독일의 독립적인 행정조직 및 경제규제기관은 이러한 기능적 독립성을 중

심으로 그 독립성을 구현한다. 이에 독일의 독립적 행정청과 규제기관을 중심

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II. 독일 연방의 독립적 행정청에 대한 개관

1. 행정주체와 내각부처 이외의 연방행정조직

독일 공법상의 행정주체를 개관해보면, 우선 시원적인 행정주체인 국가가 있

고, 공법상 권리능력 있는 ‘단체’(Körperschaft)와 ‘영조물’(Anstalt) 및 ‘재

단’(Stiftung), 일부권리능력이 있는 행정단위,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이 있다. 

이 중 연방과 주를 아우르는 국가라는 행정주체가 그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가, 

아니면 독립적인 행정주체를 통해 하는가에 따라 직접행정과 간접행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공법상의 조직형태는 아니지만 국가 및 공법상의 

행정주체가 소유하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사법(私法)적으로 조직

된 행정주체가 있다.213)

사법(私法)의 형식으로 조직된 행정주체 및 공무수탁사인을 제외한 행정주체 

212) 김혜진, 프랑스법상 독립행정청에 관한 연구 -개념과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5, 36면.
213) 독일 공법상의 행정주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München 2011, S. 532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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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내각부처 외부의 연방행정조직은 권리능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권리능력이 있는 공법상의 단체로는 독일 기본법 제87조 제2항 제1문214)

상의 사회보험회사와 연방노동청215)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 법률을 통

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공법상 영조물은 표적으로 독일의 금융규

제기관인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snstleistungsaufsicht)이다. 

그러나 내각부처 외부의 공법상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

직형식은 권리능력이 없는 영조물과 소위 연방상급행정청이다. 양자 모두 권리

능력이 없는 연방행정청이지만, 두 가지 조직형식의 차이는 분명치 않다. ‘독립

적 연방상급행정청’(selbständige Bundesoberbehörde)은 독일 연방 차원의 가장 

중요한 행정청의 형태로서 독일 기본법 제8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216) 연

방 헌법재판소는 1962년 판결217)에서 이러한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 개념을 

언급하며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은 오직 임무를 위해 설립되고, 그 사안에 관

하여 전체 연방을 관할하며 내각부처의 감독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 

연방은 그러한 권한에 의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을 설립

해왔고, 60개가 넘는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이 존재한다고 한다. 표적인 예

로는 독점규제를 담당하는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과 철도, 에너지, 통

신 등 이른바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망규제청(Bundesnetz-

214) 독일 기본법 제87조 제2항 제1문 연방직속의 공법상 단체로는, 그 관할범위가 

하나의 주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미치는 사회보험회사가 있다.
215) § 367 Abs. 1 Drittes Buch Sozialgesetzbuch: Die Bundesagentur für Arbeit 

(Bundesagentur) ist eine rechtsfähige bundesunmittelbar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mit Selbstverwaltung.

216) 독일 기본법 제87조 제3항 그 밖에도 연방에 입법권이 있는 사항에 해서는 

독립적인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속의 공법상 단체 및 영조물을 연방법

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연방에 입법권이 있는 분야에서 연방에 새로운 과

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 및 연방하원 재적의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 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을 설치할 수 있다.
217) BVerfGE 14, 197,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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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ur)을 들 수 있다.218)

2.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

기본법 제87조 제3항 제1문은 “그 밖에도 연방에 입법권이 있는 사항에 

해서는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과 새로운 연방직속의 공법상 단체 및 영조물을 

연방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219)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헌법은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selbständige Bundesoberbehörde)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문220)에서는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과 함께 ‘연방고유의 중급행

정청 및 하급행정청’(bundeseigene Mittel- und Unterbehörden)을 규정하고 있

다. 이처럼 독일 기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연방부처

(Bundesministerium)와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행정청의 유

형 내지 형태이다.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은 오직 특별한 임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의 우선적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점221)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218) 독일 연방 행정 및 행정기구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 및 통계는 독일 연방 행정

부의 포탈 웹사이트인 www.bund.de 참조 (2014.07.19. 최종 방문); Georg 
Hermes, Abhängige und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 ein Überblick über die 
Bundesverwaltung,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57ff.

219) Art. 87 Abs. 3 S. 1 GG: Außerdem könen fü Angelegenheiten, fü die dem Bunde 
die Gesetzgebung zusteht, selbstädige Bundesoberbehöden und neue 
bundesunmittelbare Köperschaften und Anstalten des öfentlichen Rechtes durch 
Bundesgesetz errichtet werden.

220) Art. 87 Abs. 3 S. 2 GG: Erwachsen dem Bunde auf Gebieten, für die ihm die 
Gesetzgebung zusteht, neue Aufgaben, so könen bei dringendem Bedarf 
bundeseigene Mittel- und Unterbehöden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und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errichtet werden.

221) 독립적인 연방상급관청 및 기타 행정청의 설립 권한은 연방에 있다는 취지의 

최근 판례는 연방관세청과 관련한 200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인 



- 98 -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독일의 연방국가적 특성과 관련한 것이므로 생략

하기로 한다.222)

이처럼 독일 기본법 제87조 제3항은 기본법 제83조 이하의 규정과 함께 독

일 연방행정의 기능,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의 독립성 내지 독자성의 내용에 해서는 정확

하고 분명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 로 기본법 제87조 

제3항의 제1문에서는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제2문에서

는 ‘연방고유의 중급관청 및 하급관청’이라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독일 연방기본법은 독립적인 행정청과 연방고유의 행정청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양자 간의 차이는 기본법 조문 상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행정의 분권화 경향

어떤 행정청이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은 우선 그 행정청이 장관을 필두로 하

는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체계의 내부에 있기보다는 내각부처의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내각부처의 외부에 있는 행정청의 요소들을 살펴

보기에 앞서 왜 그러한 임무를 내각부처 내부의 부서로 두지 않고 독립적인 

행정단위를 새로이 창설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방내각부처의 공통직

무규정｣(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제3조223)에 따르

BVerfGE 110, 33, 49 참조.
222) 독일 기본법상의 연방국가원리 및 연방과 지방간의 권한분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콘라드 헷세/계희열, 통일 독일헌법원론 , 2001, 149면 이하 참조.
223)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s Bundesministerien § 3 Ministerielle Aufgaben

(1) Die Bundesministerien nehmen Aufgaben wahr, die der Erfülung oder 
Unterstüzung von Regierungsfunktionen dienen. Dazu zälen insbesondere die 
strategische Gestal-tung und Koordination von Politikfeldern, die Realisierung von 
politischen Zielen, Schwerpunkten und Programmen, di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die Beteiligung am Gesetzgebungsverfahren sowie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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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방내각부처의 임무는 ‘통치기능’(Regierungsfunktion)을 수행하고 지원하

는 것이다. 당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의 전략

적 형성과 조정, 정책 목표의 실현, 국제적 공조, 입법절차에의 참여, 산하 업

무영역에 한 조종기능과 감독기능의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연방내각부처는 

어떤 사안이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거나, 다른 행정조직에 귀속되면 효과

적이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적인 집행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

규정에 상응하여 연방내각부처는 일상적인 집행임무에 조직과 인력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을 설립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내각부

처의 집행임무에 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224)

주로 정책을 형성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기능에 특화된 내각부처로부터 

Wahrnehmung von Steuerungs- und Aufsichtsfunktionen gegenüer dem 
nachgeordneten Geschätsbereich. Zu den wesentlichen Elementen der Fürung und 
Kontrolle der Bundesverwal-tung zält die Fachaufsicht. Oberstes Ziel der 
Fachaufsicht ist ein rechtmäßiges und zweckmäßiges Verwaltungshan-deln.1 Die 
Ausrichtung auf ministerielle Kernaufgaben ist durch städige Aufgabenkritik 
sicherzustellen.
(2) Die Bundesministerien sollen Vollzugsaufgaben nur ausnahmsweise wahrnehmen, 
wenn es sich um Angelegenheiten von besonderer politischer Bedeutung handelt 
oder wenn eine andere Zuordnung nicht sachdienlich ist.
(3) Die Bundesministerien haben ihre Aufgaben so wahrzunehmen, dass die 
Funktionsfäigkeit der Bundesregierung gewärleistet ist und sich nach außen ein 
einheit-liches Erscheinungsbild ergibt.
(4) Gleichartige Aufgaben, wie zum Beispiel aus dem Bereich der internen 
Servicebereiche, sollen zentral durch ein Ressort wahrgenommen werden, soweit 
dies zweckmäßig und wirtschaftlich ist.

224) Marian Döhler, Das Modell der unabhängigen Regulierungsbehörde im Kontext des 
deutschen Regierungs- und Verwaltungssystems, Die Verwaltung 34, 2001, S. 59ff., 
87; Georg Hermes, Abhängige und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 ein 
Überblick über die Bundesverwaltung,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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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집행임무를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각부처 외부의 새로운 

행정청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과는 별개로 

분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조직 및 행정임무가 현  행정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계서제 관료제모델로부터 벗어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독일에서도 두드려졌

다. “19세기 말 베버의 관료제 원리가 전 세계의 많은 정부에 심 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20세기 말 역시 행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 하나의 혁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225) 라는 카막(Kamarck)의 표현처럼, 1980년 부터 영국

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라는 아이디어 내지 정부개혁 프로그램이 독일의 공공영역에서도 역시 진행되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

조직 외부에 행정청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의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의 현상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기능 내지 통치적 기능은 연방 수상과 장관

을 중심에 두는 연방내각부처에서 수행하고, 그 이외에 일상적인 집행임무와 

전문적인 조사, 자문 내지 기술적인 서비스기능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226)

225) Elaine C. Kamarck, Globalization and public management reform, in: 
Nye/Donahue, Governance in a globalization world, Washington D.C. 2000, p. 251.

226) 신공공관리(NPM)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유민봉, 한국 행정학  제3판, 박영

사, 2010, 155면 이하 참조; 독일의 분권화되고 다원화되는 행정조직의 경향에 

한 자세한 내용은 Marian Döhler, Das Modell der unabhängigen 
Regulierungsbehörde im Kontext des deutschen Regierungs- und Verwaltungs-
systems, Die Verwaltung 34, 2001, S. 61ff.; ders., Die begrenzte Rationalität von 
Delegation und Steuerung in der Bundesverwaltung, in: Ganghof/Manow (Hrsg.), 
Mechanismen der Politik: Strategische Interaktion im deutschen Regierungssystem, 
2005, S. 218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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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일의 주요 경제규제기관

표적인 경제규제 영역을 꼽으라면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기타 공공산업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경제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독점 및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제 역시 규제의 방식과 규제기관의 조직형태를 떠나 각 국가

별로 그러한 일반경쟁규제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항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일의 표적인 경제규제기관에 하여 규제기관의 

조직, 절차, 인력, 재무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 경쟁규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제

4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카르텔에 관한 독일의 행정기관은 연방경제기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연방카르텔청, 카르텔에 

관한 주상급행정청이다. 이 중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경쟁제한 행위가 주

(Land)의 영역을 넘어서는 한, 당해 법률이 일반 경쟁 감독에 관하여 부여하고 

있는 임무와 권한은 연방카르텔청에 속한다.227) 연방카르텔청은 동 법률 제51

227) GWB § 48 Zuständigkeit
(1) Kartellbehörden sind das Bundeskartellamt,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und die nach Landesrecht zustädigen obersten 
Landesbehörden.
(2) Weist eine Vorschrift dieses Gesetzes eine Zustädigkeit nicht einer bestimmten 
Kartellbehörde zu, so nimmt das Bundeskartellamt die in diesem Gesetz der 
Kartellbehörde übertragenen Aufgaben und Befugnisse wahr, wenn die Wirkung des 
wettbewerbsbeschräkenden oder diskriminierenden Verhaltens oder einer 
Wettbewerbsregel über das Gebiet eines Landes hinausreicht. In allen übrigen 
Fällen nimmt diese Aufgaben und Befugnisse die nach Landesrecht zustäd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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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 형태를 띠고, 연방경제기술부

의 업무영역에 속한다.228)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은 합의제기관인 심결부(Beschlussabteilung)에서 하는데, 

연방경제기술부의 규정에 따라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 12개의 각 영역별 

심결부가 있다. 1인의 심결부장과 2인의 위원은 종신직 공무원이어야 하고, 판

사 내지 고위 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연방카르텔청의 업무분

장과 업무수행은 직무규정에 따라 연방카르텔청장이 하는데, 당해 직무규정은 

연방경제기술부의 승인을 요한다.229)

약 320명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그 중 약 140명 정도는 법률가 내지 

경제전문가로 이루어진 연방카르텔청은 각각 3인의 합의제 조직으로 구성된 

12개의 심결부 이외에도 소송부서나 관리부서와 같은 사무국 조직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 중 일반관리부서(Grundsatzabteilung)는 특별한 경쟁법 및 경제적 

사안에 관하여 심결부를 보조하고, 유럽연합의 각종 위원회에서 연방카르텔청

oberste Landesbehörde wahr.
228) GWB § 51 Sitz, Organisation

(1) Das Bundeskartellamt ist eine selbststädige Bundesoberbehörde mit dem Sitz in 
Bonn. Es gehört zu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229) GWB § 51 Sitz, Organisation
(2)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kartellamts werden von den Beschlussabteilungen 
getroffen, die nach Bestimmun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gebildet werden. Im Ürigen regelt der Präsident die Verteilung und 
den Gang der Geschäfte des Bundeskartellamts durch eine Geschäftsordnung; sie 
bedarf der Bestätigung durch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3) Die Beschlussabteilungen entscheiden in der Besetzung mit einem oder einer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nden.
(4) Vorsitzende und Beisitzende der Beschlussabteilungen müsen Beamte auf 
Lebenszeit sein und die Befäigung zum Richteramt oder zum höeren 
Verwaltungsdienst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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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한다. 또한 독일연방 및 유럽연합 차원의 경쟁법 관련법률 개정에 참여

하고, 외국의 카르텔청이나 국제기구와 공조한다.230)

연방카르텔청의 독립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관의 지시권한과 관련하여  

｢경쟁제한방지법｣은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통해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52조는 연방카르텔청이 당해 법률에 따라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 데 있

어 연방경제기술부의 ‘일반적인 지시’(allgemeine Weisungen)를 받은 경우 그러

한 지시를 연방관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제53조는 연방카르

텔청이 2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제52조상의 연방경제기술부의 일반적인 

지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2) 연방카르텔청의 보고서 역시 당해 기관

의 독립성에 관한 항목에서 그러한 일반적인 지시권한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고, 개별 사안에서는 지시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그러

한 지시권한으로부터의 사실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233) 그러나 개별적인 

지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방카르텔

청의 심결부와 같은 합의제 결정구조 및 사법부와 유사한 형태의 절차는 장관

230) 연방카르텔청의 조직, 임무, 활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카르텔청의 보고

서인 Bundeskartellamt, Das Bundeskartellamt in Bonn: Organisation, Aufgaben und 
Tätigkeit, 2011, S. 13 참조.

231) GWB § 52 Veröffentlichung allgemeiner Weisungen
Soweit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dem 
Bundeskartellamt allgemeine Weisungen für den Erlass oder die Unterlassung von 
Verfügungen nach diesem Gesetz erteilt, sind diese Weisungen im Bundesanzeiger 
zu veröffentlichen.

232) GWB § 53 Täigkeitsbericht
(1) Das Bundeskartellamt veröfentlicht alle zwei Jahre einen Bericht über seine 
Tätigkeit sowie über die Lage und Entwicklung auf seinem Aufgabengebiet. In den 
Bericht sind die allgemeinen Weisung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nach § 52 aufzunehmen. Es veröffentlicht ferner fortlaufend seine 
Verwaltungsgrundsätze.

233) Bundeskartellamt, Das Bundeskartellamt in Bonn: Organisation, Aufgaben und 
Tätigkeit, 2011, S.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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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권한과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견해234)가 있는가 

하면,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 모델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합의제 결정기관에 해서도 역시 지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235)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독일 경제기술부 장관이 개별적인 지

시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오랜 

기간 연방경제기술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개별 사안에서 경제기술부가 개

별적인 지시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관습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236)

2. 네트워크 규제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 한 규제를 담당하

는 독일의 연방행정기관은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 BNetzA)이다. 연방망규제청은 

본래 1998년 연방경제기술부 관할의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으로 설립되어 과

거 체신부 및 체신청이 담당하던 임무를 넘겨받아 통신 및 우편 규제를 담당

234)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1991, 
S. 246f.

235) Peter Füsslein, Ministerialfreie Verwaltung - Begriff, Erscheidungsformen und 
ereinbarkeit mit dem Grundgesetz, Bonn 1972, S. 177ff. (Georg Hermes, Abhängige 
und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 ein Überblick über die Bundesverwaltung,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73에서 재인용)

236) Georg Hermes, Abhängige und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 ein Überblick 
über die Bundesverwaltung,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10, S. 7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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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후 2005년 에너지법 및 일반철도법을 통해 에너지와 철도 규제에 

관한 규제임무 역시 담당하게 되면서 에너지, 통신, 우편, 철도 등 네트워크산

업 전반을 아우르는 현재의 연방망규제청으로 조직이 확 되었다. 연방망규제

청은 연방카르텔청과 마찬가지로 연방경제기술부 소관의 독립적인 연방상급행

정청이고, 철도 영역에 있어서는 연방건설교통부의 합목적성감독을 받는다.237)

연방망규제청의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는 11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연방망규

제청법｣(Gesetz über die Bundes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

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BEGTPG)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 제116조 이하에서 연방망규제청의 조직, 권

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신, 우편, 에너지, 철도 등 각 

규제영역의 개별 법률에서 연방망규제청의 권한과 작용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가,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를 포함한 약 270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연방망규제청은 1인의 청장과 2

인의 부청장, 심결부, 16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Beirat), 행정사무국 등의 조

직으로 이루어져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연방망규제청이 갖는 조직적 

특성은 연방카르텔청을 모델로 하여 구성된 9개의 심결부가 ｢통신법｣ 제132조

에 따라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개별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연방카르텔청의 심

결부와 마찬가지로 연방망규제청의 심결부 역시 1인의 심결부장과 2인의 위원

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 청장의 직속심결부

(Präsidentkammer)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청장의 직

속심결부는 ｢통신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주파수 교부절차, 주파수거래의 형

성 및 보편적서비스부담에 한 관할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연방망규제청의 

또 다른 특징은 연방망규제청 예산의 일정부분을 각 산업의 규제 상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다.238)

237) 연방망규제청의 조직과 임무 및 연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망규제청의 

연례보고서인 Bundesnetzagentur, Jahresbericht 2012, Bonn 2012, S. 15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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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제117조239)는 연방경제기술부의 ‘지시’(Weisungen)가 있을 경우 그

것을 연방관보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통신법｣

은 제66조 제5항에서 ‘일반적 지시’(allgemeine Weisungen)가 공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現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EnWG) 제61조 역시 “일반적 지시”가 공시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통신법｣ 제117조 규

정은 통신 영역에 있어서 연방경제기술부가 연방망규제청 상위의 최상급 행정

청으로서 적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시와 개별적인 지

시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40) 그러나 ｢통신법

｣상의 모든 지시에 한 공시의무 혹은 ｢에너지법｣상의 일반적인 지시에 한 

공시의무 규정은 내각부처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실무상으로도 연

방망규제청의 결정에 해 연방경제기술부는 개입을 자제해 왔고, 연방망규제

청장의 내부지시를 통한 개입의 문제 역시 자제해 왔다고 한다.241) 

238) 2012년의 경우 약 1.8억 유로의 지출 중 약 0.7억 유로의 수입을 수수료, 분담

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연방망규제청의 인력, 예산, 조직도에 관한 내용은 2012
년 연례보고서 Bundesnetzagentur, Jahresbericht 2012, Bonn 2012, S. 156ff. 참조; 
독일 연방망규제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황태희, “독립적 규제

기관으로서의 독일 연방망규제청의 조직과 권한”,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 
참조. 

239) § 117 TKG Soweit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Weisungen erteilt, sind diese Weisungen im Bundesanzeiger zu veröffentlichen. Dies 
gilt nicht für solche Aufgaben, die vo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auf Grund dieses Gesetzes oder anderer Gesetze in eigener 
Zuständigkeit wahrzunehmen sind und mit deren Erfüllung es die Bundesnetzagentur 
beauftragt hat.

240) Martin Geppert, in: ders./Thorsten Anttendorn, Beck'scher TKG-Kommentar. 3. 
Aufl., München 2006, § 117 Rn. 1f.

241) Georg Hermes, Abhängige und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n - ein Überblick 
über die Bundesverwaltung, in: Masing/Marcou (Hrsg.), Unabhängige Regulierungs-
behörden: Organisatio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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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

독일의 은행, 증권, 보험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금융감독을 위한 연방

영조물’242)(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이다.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이전의 연방은행감독청, 연방보험감독청, 연방증권감

독청을 통합하여 2002년 ｢금융감독을 위한 연방영조물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FinDAG)에 의해 설립

되었다.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청은 권리능력이 있는 공법상의 영조물이다. 조직

의 구성과 재무 등에 관한 내용은 그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구체적

인 권한과 작용에 관한 부분은 은행법, 보험법, 증권법 등 개별법에 근거를 두

고 있다. 독일의 금융감독기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후술한다.243)

IV. 평가

20세기 후반 관료제의 확립에 비견되는 행정영역의 중요한 특징은 신공공관

리(NPM)의 두였다. 신공공관리의 핵심 내용은, 장관을 필두로 하는 내각부

처의 행정조직은 정책과 법령을 생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다른 일

상적인 법집행은 내각부처 외부의 하부행정청에 위임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규

제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니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그 규제임

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통령과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계서제 행정조직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규제기관이 규제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규범적으로 

Tübingen 2010, S. 76f.
242) 이하에서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 이라고 한다.
243) 제5장 제3절 Ⅰ. 2. 독일 통합금융감독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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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지시권한과 감독권한이 인정되지만, 사실적으로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조직이 규제임무를 수행한다. 만약 장관이 지시권한을 행사

할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공개절차를 통해 그러한 사실적인 

독립성을 확보한다.

독일의 기능적 독립성이 미국의 조직적 독립성과 구분되는 제도적 현상의 

이면에는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독일의 독특한 이론이 있다. 독일 연

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국민은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 효과적인 영향’이란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의사에 

소급될 수 있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핵심은, 국민과 국가권력의 행사 사이의 단절되지 않

는 ‘정당성 사슬’이 상정됨으로써 귀속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1990년 의 판결을 통해 정당성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조

직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2년 결

정에서 기능적 자치행정의 경우에는 ‘조직적․인적 정당성’ 없이 ‘실질적․내

용적 정당성’만으로도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 인적 정당성을 갖춘 공직자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함으로써 민주

적 정당성의 양태 내지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은 의회의 법률을 통한 법적 구속과 의회에 한 정부의 책임으로 이루

어진다. 또한 의회에 한 정부의 책임은 의회의 통제와 행정적 조종수단으로 

구성된다.

독립성을 법적으로 명시된 장관의 지시․명령권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한

다면, 독일에는 독립행정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인 행정현실을 

감안하면, 독일에도 역시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과 상 적으로 차별화되는 

‘독립적 규제기관’이 존재한다. 독일의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방식은 내각부처의 

하부에 독임제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그 내부에서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심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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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되는 방법이다. 이는 행정부 내부에 사법부와 유사한 조직이 생기는 것

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책임자인 장관의 지시권한은 규범적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행사될 경우 관보나 보고서에 공시함으로

써 그 독립성을 추구한다.

제3절 합의제와 민주적 정당성

I. 행정조직의 개념과 의의

1. 행정조직의 개념

행정조직은 규범적인 요소와 사실적인 요소 모두를 담고 있다. 행정조직의 

규범적인 요소는 어떤 법체계로서 조직법의 상이 되는데, 행정조직법은 행정

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법제도를 다룸과 동시에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종(Steuerung)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행정기관의 실제적 기능, 즉 행

정조직의 구성원인 구체적인 사람과 자원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부분은 행정

조직의 사실적인 요소이자 주로 행정학과 같은 사회과학이 초점을 맞추는 주

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와 사실적인 요소 양자 모두를 적절히 이

해할 때 비로소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  행정조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44)

먼저 조직의 개념을 살펴보면, 행정학에서는 조직의 개념을 제도적, 구조적, 

244) 행정조직법의 두 가지 기능, 즉 조직을 구성하는 기능과 조종하는 기능에 관

한 상세한 논의는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
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0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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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관점에 따라 구분한다. 이를 법학적 관점에서 수용한다면, 지속적인 목

표를 추구하고 형식적인 구조를 가지며 그러한 구조를 통해 구성원의 활동을 

목표에 맞게 배치하는 사회적 형성물이 바로 조직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

다. 법률가적 관점에서 일차적인 관심은 형식적인 조직에 있다. 목적성을 갖고 

정당성을 지니며 영속적인 구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직은 ‘권한질

서’(Zuständigkeitsordnung)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각각의 조직은 하나의 규

범체계로 파악할 수 있고, 그 규범은 조직에 소속된 인력을 조직의 목적에 부

합하도록 활용한다. 이러한 규범적 질서는 조직구성원의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를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조직은 공동

체 내부에서 형성된다. 국가라는 조직은 하나의 법규범 체계를 통해 구성되고, 

그러한 규범체계는 권리주체, 기관, 권한을 정한다. 국가라는 조직은 결국 각각

의 개별적인 기능주체에 그 권한을 배분한다. 따라서 조직법의 중요한 문제는 

조직의 권한 및 조직의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연방주의나 권력분립과 같은 

독일연방의 근본적인 구조는 연방과 주의 헌법을 통해 규정되고, 그 구체적인 

형태와 부분조직의 세세한 내용은 법률과 행정내부의 규범을 통해 형성된

다.245)

다음으로 행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행정의 개념 정의에 해서는 다양한 시

도가 있어 왔지만, 그 어떤 방법도 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정의할 수 없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한 적극적인 정의, 소극적인 정의, 양자를 혼합하는 방

식의 정의 모두 나름의 논리와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현 의 행정을 정의

245) 조직에 관한 행정학적 개념은 Ludwig Theuvsen, Organisation, in: Eichhorn/ 
Friedrich/Jann/Oechsler/Püttner/Reinermann (Hrsg.), Verwaltungslexicon. 3. Aufl., 
Baden-Baden 2003, S. 779; 조직을 규범체계로 파악하는 고전적인 문헌은 Hans 
J.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Untersuchungen zur Rechtstheorie und 
zum öffentlichen Recht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Berlin 1933, S. 
192; Thomas Gross, Die Verwaltungsorganisation als Teil organisierter Staatlichkei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Ⅰ. 2. Aufl., München 2012, Rn. 4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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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은 아직 없다. 오히려 포르슈토프(Forsthoff)가 언급

한 ‘행정은 정의내릴 수 없고 다만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처럼 행정

에 한 정확한 정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246)

그러나 행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

문에 행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의 경계를 설정

하는 두 개의 축 중 하나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 권력

분립과 관련된 축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私法) 형태의 조직을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행정조직으로 편입시킬 것인가를 구분하는 축이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247)은 국가권력을 입법(Gesetzgebung), 집행권(vollziehende Gewalt), 

사법(Rechtsprechung)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한 기관(Organ)을 상정하고 있다. 실체적 관점에서는 행정의 개념을 그러한 기

능에 집중해서 집행권의 일부로 파악할 수도 있고, 형식적 관점에서는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48) 독일 기본법은 제77조 이하에서 입

법에 관하여, 기본법 제92조에서 사법에 관하여 그 기능과 조직이 각각 연방하

원 및 연방상원, 법원에 귀속됨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권력에 관

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기본법 제65조, 제65a조, 제86조 

이하 및 기타의 기본법 규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의회와 법원은 행

정의 형식적 조직적 경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의회와 법원 역시 기능적 의미

의 행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회와 법원의 주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집행권력의 두 부분인 정

부내각(Regierung)과 행정(Verwaltung)의 기능적 차이는 조직적으로 명확하게 

246)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München 2011, S. 2ff.
247) Art. 20 Abs. 2 S. 2 GG: Sie(alle Staatsgewalt) wird vom Volke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geübt.

248)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기능적 관점에서 행정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러한 개념 

하에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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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힘들다. 배타적으로 ‘통치기능’(Regierungsfunktion)만을 수행하는 국

가조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의회와 법원이 아닌 국

가의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249)

의회와 법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조직을 행정조직의 범주 안으로 넣는 것은 

어쩌면 분명할 수 있다. 그것이 공법상의 단체이든, 권리능력을 지니지 않는 

공법상의 영조물이든, 그 조직형태와 수행하는 임무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국

가의 행정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사법(私

法)적 형태를 띠고 있는 행정조직은 그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2. 행정조직의 의의

체계이론(Systemtheorie)으로 잘 알려진 니클라스 루만은 다양한 결정을 내리

는 것이 조직의 중 한 특징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250)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

더라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와 특징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다를 수 

있고, 그 조직이 내리는 결정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명제는 정치학과 사회

학, 행정학, 경영학과 같은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오랜 고민의 상일 것이다. 

가령, 어떤 민간 조직이나 정치 및 행정 조직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러한 명제에 한 또 다른 표현이다.

금융규제나 독점규제와 같은 경제규제를 위해 어떠한 조직형태와 거버넌스가 

249) Christopher Möllers, Gewaltenteilung, Tübingen 2005, S. 112ff.; Walter Krebs, 
Verwaltungsorganisation,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5. 3. Aufl., Heidelberg 2007, Rn. 5; Thomas Gross, Die Verwaltungs-
organisation als Teil organisierter Staatlichkeit, in: Hoffmann-Riem/Schmidt- 
Aßmann/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S. 908 참조.

250) Niklas Luhmann, Organisation und Entscheidung. 2. Aufl., Wiesbaden 2006, S. 
12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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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가에 한 답은 수많은 학문적 탐구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론

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규제임무와 규제조직형태 간에 특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그보다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전통적인 

계서제 형태의 관료제조직, 수평적 결정구조를 지닌 합의제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이 각각 어떤 유형 내지 특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한 상관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행정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오랜 논

의의 주제였다. 이에 반해, 어떤 하나의 조직을 하나의 규범체계로 이해하는 

규범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합의제조직 내지 네트워크조직이 생성해 내는 행정

조직 내부의 관계나 조직 외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행정위원회나 조직연합, 

비공식적 정보교류 같은 법적 제도로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251)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조종되는 권력’으로 묘사된다. 법률

과 같은 입법적인 일반지침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행정 집행을 규

정하지 않지만 최소한 정기적이고 예비적으로 구조화를 한다. 따라서 입법적인 

일반지침은 내부 결정규칙 및 감독규칙과 유사한 의미에서 행정집행을 조정하

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조직법은 행정조직을 형성하는 기능

과 함께 행정조직을 조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252)

3. 행정조직의 내적 구조

251)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경영학적 연구는 Jörg Sydow, Management von 
Netzwerkorganisationen - Zum Stand der Forschung, in: ders. (Hrsg.), Management 
von Netzwerkorganisationen 5. aktualiserte Aufl., Wiesbaden 2010, S. 373ff.; 
Thomas Gross, Die Verwaltungsorganisation als Teil organisierter Staatlichkeit, in: 
Hoffman-Riem/Schmidt-Aßmann/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S. 910 참조.

252) Rainer Schröder, Verwaltungsrechtsdogmatik im Wandel, Tübingen 2007, S. 23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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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서제의 피라미드 체계는 명령과 복종, 임무전달과 통제의 틀에 기인한

다. 행정을 단순히 비입법적이고 비사법적인 나머지 모든 국가작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명령구속의 징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행정은 예나 지금이나 외부 의지로부터 조종되는 관료제 

기구이다. 행정의 도구적 특성은 역사적으로 변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

마도 관료제 외부의 수장이 전제군주이든 민주적 주권이든 그 기능방식은 동

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계서제는 항상 시간을 초월하여 행정의 기본원

리로 일컬어질 수 있었다. ‘집행 권력의 전체 계서제’(Gesamthierarchie der 

vollziehenden Gewalt)라는 표현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단일성 개념에는 수

정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이미 지방자치와 연방원리의 보장을 통해 기본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이에 따라 동질적인 국가인격으로 간

주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단위의 다양화와 자치화로 인한 다양한 형

태는 ‘파편화된’ 행정의 연방공화국 형태를 특징짓는다. 단일성뿐만 아니라 최

소한 다원성 역시 국가 행정조직의 원리일 것이다. 이에 본 항에서는 전통적인 

계서제 성격의 독임제 조직과 합의제 행정조직에 관하여 살펴본다.253)

(1) 독임제 구조

독임제 구조는 각각의 임무를 각각의 담당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범위를 가지면서 그에 한 결정권을 갖는다. 행정단위 내부에는 

보통 여러 개의 계층적 구조 내지 계서제적 구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하나

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계서제적인 독임제 구조는 장관을 정

점으로 하는 내각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행정조직까지 전형적인 행정단위의 내

부형태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Kommission) 행정단위의 내부 역시 계

253)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Tübingen 1991, 
S.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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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적인 독임제 구조의 관료제 모델로 구성되어있다. 오늘날 행정단위의 이러

한 계서제적인 독임제 구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조직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공무원법 및 상관에 한 복종의무

에 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계서제적인 독임제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254)

의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내각(Regierung), 즉 연방수상과 연방장관

은 이러한 계서제적 독임제구조의 행정조직을 조종하는 중심에 있다. 행정내부

의 모든 공무담당자와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위 및 작용은 장관의 지시

에 예속되고, 장관은 각각의 개별 조치에 해 책임을 진다. 독임제적 계서제

는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명령계서제’(Befehlshierarchie)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관은 인사권한을 통해 행정 내부에서 각각의 임무와 결정권

한을 가진 임무수행자들을 선택하고 배치함으로써 행정조직을 조종할 수 있고, 

행정규칙 형태의 일반규정과 개별지시를 통해 개별적인 조치를 조종할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행정단위는 각각의 소관부처 장관에 예속되는 집행기

관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관료제모델은 내각부처 산하의 독자적

인 행정조직이 비 하고 그 수행하는 임무가 복잡할수록 사실상의 제약과 한

계가 더욱 극명해진다. 이는 특히 행정조직의 수장인 장관이 방 한 양의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러하다.255)

(2) 합의제 구조

합의제 행정조직은 수평적 조정형태라는 특징으로 인해 계서제 행정조직과 

254) Thomas Gross, Die Verwaltungsorganisation als Teil organisierter Staatlichkei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Rn. 50 참조.

255) Hans-Heinrich Trute,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Verwaltung,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S. 369f. 참조; Thomas Gross, a.a.O., Rn.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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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된다. 서열이 분명한 계서제 행정조직과 달리 합의제 조직의 구성원은 서

로 동등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독일 실정법에서는 ‘Kollegium’(합의제)에 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

만 여러 법률에서 통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하여 

독일 ｢행정절차법｣ 제88조256)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라는 표제 하에 

“위원회, 자문단, 기타 합의제 조직”(Ausschüsse, Beiräte und andere kollegiale 

Einrichtungen)이라고 정하고 있다. 합의제조직에 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요

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최소한 3명 이상의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고, 둘째는 법규범을 통해 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Gremium)이어야 한다는 

점이다.257)

II. 합의제 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1. 합의제 행정조직의 개념적 징표

(1) 다수의 구성원

합의제 행정조직은 최소한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

행정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1문은 이에 관하여 의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3인의 최소 구성원

256) § 88 VwVfG Anwendung der Vorschriften über Ausschüsse
Für Ausschüsse, Beiräte und andere kollegiale Einrichtungen (Ausschüsse) gelten, 
wenn sie in einem Verwaltungsverfahren tätig werden, die §§ 89 bis 93, soweit 
Rechtsvorschriften nichts Abweichendes bestimmen.

257)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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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관한 내용은 이미 로마법에서도 등장하였고, ‘3인이 단체를 구성한다’(tres 

faciunt collegium)라는 명제가 빈번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최소한 3인 이상이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다수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합의제위원

회’(Kollegialgremium)의 본질적 특징이다. 현실에서는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도 존재하지만 이는 합의제 행정조직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어떠한 사안의 결

정에 있어 2인의 의견이 립되는 경우 조직의 수장에게 그 결정권을 부여하

거나, 2인의 위원에게 내부적으로 차등화해서 2인 중 높은 서열 내지 결정권한

을 지닌 사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종국

에는 2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최종 결정권자의 견해에 따

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독임제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2인의 구성

원으로는 합의제 행정조직을 구성할 수 없고, 최소 3인 이상이 되어야 한

다.258)

(2) 의결권한

합의제 위원회의 두 번째 징표는 당해 조직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의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결의 형태로 협의의 

결과가 문헌상 확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합의제 위원회가 아닌 회의나 공동작

업그룹과 같은 비공식적인 표결에 불과하다. 즉, 그 자체로 권한을 가진 조직

의 일부가 아니라 부속회의 내지 담당자회의에 불과하다. 독임제적인 계서제 

행정조직 역시 법률상의 명시적인 수권 없이 그러한 공동작업구조 내지 팀구

조를 조직할 수 있고, 그러한 조직에 단지 예비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사실상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에는 합의제 행정조직에 부

여되는 확정적인 결정기능이 부여될 수 없다. 다른 한편 합의제위원회의 의결

258)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47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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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정의 외부, 즉 시민에 한 외부효과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

행위’(Kollegialakt)라는 개념의 도입과 결부되어 있는 그러한 제한은 도그마틱

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직상의 

형태를 포함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조직의 기능방식과 행정조직 내부의 분류에 

맞추어져 있는 광범위한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내부를 구속하는 결정뿐

만 아니라 자문기관의 권고나 감정 같은 공식적으로 행정을 구속하지 않는 성

격을 지니는 것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결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259)

(3) 수평적 구조

합의제 위원회의 본질적 특징은 다수의 구성원이 수평적 형태로 결정을 내

린다는 점이다. 합의제 위원회의 의결은 공무주체인 한 사람의 자연인이 하나

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위원이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수직적 조정 및 지시체계로 구성된 독임제적 관료제 체계와 달리 합의제 위원

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함께 다수결을 통해 결

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조직구성원이 서열화된 계층구조 속에서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조정을 통해 의결한다는 것이 합의제기관의 본질적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과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적 규율이 필요한데, 합

의제 행정조직의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260)

이러한 수평적 결정구조의 특성은 합의제 행정조직에 부여할 수 있는 행정

작용의 내용을 제한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와 의결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행정활동이다. 특히 행정행위의 발령, 정관 내지 예산안의 제정과 같

은 ‘법형식적 작용’(rechtsförmliche Handlung)의 실행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사실적인 집행작용 내지 이행활동은 독임제로 구성된 행정단위에 유보된다. 합

259) Thomas Gross, a.a.O., Tübingen 1999, S. 48f.
260) Thomas Gross, a.a.O., Tübingen 1999, 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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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행정위원회의 수평적 구조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지시이다. 여기서 합의

제 위원회의 개별구성원이 자신이 표하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받는 지시와 

위원회 자체에 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상급기관으로부터 행해지는 구

속적인 지시는 구별되어야 한다. 합의제 위원회의 개별구성원에게 내려지는 지

시는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하고261), 그것이 근본적으로 합의제 

조직과 상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합의제 위원회 자체에 한 지시는 

합의제 절차를 형식적인 것으로 훼손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의 협의는 결과

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협의를 통해 도출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외부

의 결정과 지시가 합의제 위원회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이는 독임제 구조와 똑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합의제 위원회는 외부의 지시로부터 자유

로운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독

일 연방법률과 주법률은 그러한 합의제 위원회에 한 행정의 일반적인 지시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왔다. 그로스(Gross)에 따르면, 법률상의 지시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행정실무에서는 그러한 지시권한이 일반적으로 잘 

행사되지 않고, 오직 개별적인 경우에만 활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분의 경

우 합의제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종국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시를 통한 구속은 선험적으로 합의제원리와 모순된다고 말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262)

2. 합의제 행정조직의 유형과 구분

합의제 행정조직의 본질적인 징표와 특징은 비교적 통일적인 데 비해 행정

현실에서 드러나는 합의제 위원회는 그 종류와 수 만큼이나 다양한 요소와 연

261) § 13 Ⅴ Gesetz über kommunale Zusammenhang (GKZ) Baden-Württemberg: Die 
Verbandsmitglieder können ihren Vertretern Weisungen erteilen.

262) Thomas Gross, a.a.O., Tübingen 1999, S. 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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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있다. 우선 합의제 위원회를 권한에 따라 분류해 보면, 결정권한을 지

닌 위원회와 결정권한 없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결

정권한을 지닌 위원회의 결정은 가령 조사결정과 같은 구속적인 효력을 지니

는 데 반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에서와 같이 다른 행

정조직에 단지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활동방식에 따라 구분

해보면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을 명예직(Ehrenamt), 전임(Hauptamt), 겸직

(Nebenamt) 위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예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행정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인(私人)을 일컫는다. 전임 위원은 행정의 공무주

체로서 위원회의 활동이 복무의무인 사람을 말한다. 겸직 위원은 다른 행정단

위의 표로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함께 위

원회 위원의 선임방식 역시 선출(Wahl), 파견(Entsendung), 임명(persönliche 

Berufu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선출 방식은 자치행정단체의 위원 선

임을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긴 하나, 자치행정 이외에도 직원 표나 학교의 ‘공

동결정위원회’(Mitwirkungsgremium) 등에서도 활용된다. 파견의 방식은 파견권

한이 존재할 경우 다른 행정단위의 보직에 선발되어 겸직으로 활동하거나 행

정연합(Verband)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혹은 연합단체의 표가 행정기

능을 지닌 위원회의 위원이 될 경우 ‘간접적 사회 표’(mittelbare 

gesellschaftliche Vertretung)가 된다. 끝으로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요구될 경우에는 전문적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인적인 전문지식의 

기준에 따라 위원이 임명된다.263)

3. 합의제 행정조직의 기능

263) Thomas Gross, Die Verwaltungsorganisation als Teil organisierter Staatlichkeit, in: 
Hoffman-Riem/Schmidt-Aßmann/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 Aufl., München 2012, S.92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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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행정조직부터 독일연방 및 주행정조직, 지방자

치행정조직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연방망규제

청이나 연방카르텔청의 심결부는 3인의 합의제 위원회 조직이 개별결정을 내

리고,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구 등 금융규제기관의 중 한 결정은 합의제 위

원회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바 로 합의제 위원회는 위원

의 구성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한의 종류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합의제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의 특성 내지 권한의 특징에 따라 합의제 

위원회의 권한을 구분하고, 합의제 위원회의 기능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그로스(Gross)에 따르면, 합의제 위원회의 권한 내지 결정은 그 특성에 따라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기본원칙의 결정, 운영상의 결정, 개별 결정, 그리

고 자문이 그것이다. 또한 합의제 행정조직의 임무유형에 따라 그 기능을 구체

화기능과 평가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1) 합의제 위원회의 결정유형과 권한

1) 기본원칙의 결정

독립적인 행정단위에는 보통 명예직 내지 겸직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

회가 구성되고, 당해 위원회는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주기관

(Hauptorgan)의 역할을 한다. 가령, 조직의 정관, 예산 결정, 운영진의 임명과 

감독, 행정규칙 같은 문제들이 그러한 결정의 상이다. 합의제 위원회가 독립

적인 자치행정단위의 주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틀에 관하여 결정하면, 부분 독

임제적 계서제의 구조로 짜여진 자치행정단위의 각 부분은 정해진 내용을 이

행해 나간다.264)

264)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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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상의 결정

운영상의 결정을 내리는 전형적인 형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이다. 유한책임

회사의 운영진, 사단 내지 재단의 이사회 역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

에 한 표권한, 조직구성원에 한 인사권과 지시권한이 그 특징을 이룬다. 

독일 연방은행 이사회 혹은 학병원 이사회26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법

상의 행정단위에서도 역시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이러

한 경우에 각각의 이사회 구성원은 동시에 당해 행정단위 하부조직의 책임자

를 맡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들은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

능과 하부조직의 책임자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이와 달리 명예직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 운영기능이 맡겨질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임 직원으로 구성된 계서제 행정조직이 운영위원회를 

보좌하게 된다.266)

3) 개별결정

합의제 위원회가 내리는 개별결정은 직접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는 결정과 직

접적인 외부효과 없이 다른 행정조직에 기여하는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

정한 구속력을 지닌 종국적인 개별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위원회로는 부분 

강한 형식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의 절차와 유사하여 가령 구두심

리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법부와 유사한 성격의 합의제 위원회는 경제

규제와 관련된 여러 행정청의 심결위원회, 교육분야의 심사위원회, 병역기피에 

관한 위원회, 수용(Enteignung)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위원회는 보통 

265) § 10 Universitätsklinika-Gesetz (UKG) Baden-Württemberg (1) Der Klinikums-
vorstand leitet das Universitätsklinikum. Er ist zuständig für die Organisation und 
den Ablauf des Klinikumsbetriebs und für alle Angelegenheiten, die nach diesem 
Gesetz oder nach der Satzung des Universitätsklinikums nicht dem Aufsichtsrat 
zugewiesen sind.

266) Thomas Gross, a.a.O., S. 10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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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의 심결부서로 조직된다.267)

그에 반하여 그 자체로 외부효과를 지니지 않고 다른 행정단위의 결정과 관

련이 있는 기여적 결정은 특히 합의제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연관이 

있다. 가령, 저축은행의 ‘운영위원회’(Verwaltungsrat) 혹은 정관의 상세한 규정

에 따라 합자회사의 ‘감사위원회’(Aufsichtsrat)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

다. 이러한 경우에 당해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의결의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지

만, 운영진이 제안한 내용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본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주요 결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 표위원회 역시 

특히 인사영역에 있어 국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행사로 정의하였다.268)

4) 자문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위원회는 독일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

기관의 결정에 그 정당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고 내부의 다른 행정단

위에게 의결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 이 밖에도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특정한 

절차적 과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문의 상은 행정규칙과 같은 행정규범을 

제정하는 것부터 행정집행의 개별결정까지 다양하다.269)

(2) 합의제 위원회의 기능

합의제 위원회의 기능은 결국 근본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특별한 절차적 합리성이 효력을 나타내고, 합의

267) Thomas Gross, a.a.O., S. 107.
268) BVerfGE 93, 37, 70ff.; Thomas Gross, a.a.O., S. 107f.
269) Thomas Gross, a.a.O., S.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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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리를 독자적인 행정법의 기본요소로 형성한다. 양 측면 모두 완화된 법적 

조종과 합의제적 의결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한 가지 측면은 구체화기능이

고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복잡한 평가기능이다.270)

우선 구체화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한 행정조직에 법률 내지 조직의 

규칙으로 단지 일반적인 임무가 배분되면, 그러한 일반‧추상적인 임무를 구체

화하는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많은 합의제 위원회가 그러한 구체화기능

을 담당하는데, 규정이나 지침, 다른 형식의 행정 규범을 제정하거나 예산안의 

가결 등을 통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임무를 구체화하여 일상적인 행정활동으

로 연결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당해 행정단위 조직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인력을 선발하여 합의제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독임제적 계서제 형식의 하

부구조 속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성적 요소를 띤 

결정은 특히 다양성을 띤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위원회에 주어지고,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 행정결정을 내림으로써 공동체 이익의 통합을 꾀하기도 

한다. 반 로 전문적인 역량이나 행정내부의 협력이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체화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여러 단체의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271)

합의제 위원회의 두 번째 기능 내지 임무영역은 평가기능이다. 어떤 영역의 

법적용은 단순한 일상적 과정이 아닌, 복잡한 평가가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그

러한 평가는 조직과 절차에 따라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되곤 한다. 

가령,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고려해야 할 이익형량의 요소가 많을 때 그

러한 복잡한 평가기능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사법부와 유사한 형태의 합의

제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이러한 평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인사

위원회나 ‘바이오안전성 중앙위원회’(Zentrale Kommission für Biologische 

Sicherheit)와 같은 위원회의 승인 권한이나 의견발표 권한 역시 이러한 평가적 

270) Thomas Gross, a.a.O., S. 108.
271) Thomas Gross, a.a.O., 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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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해당한다.272)

제4절 소결

합의제 행정조직의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은 3인 이상의 구성원, 의결권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이다. 수평적 결정구조의 특성은 협의 및 의결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 제한된다는 점과 상급기관의 구속적인 지시로부터 

일정정도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일상적인 집행작용은 보통 독임제로 구성된 행

정단위에 의해 수행되는 데 반해, 특정한 이유가 있는 행정작용은 예외적으로 

합의제 위원회가 수행한다. 지시권한과 관련하여 기능적인 독립성을 구현하는 

독일의 경우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상급행정청의 일반적인 지시권한을 인정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합의제 위원회의 기능은 두 가지 측면으로 환원할 수 있다. 하나는 구체화기

능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평가기능이다. 구체화 기능은 법령 또는 규칙으로 

일반추상적인 임무가 배분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양성을 띤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체의 

이익 내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역량이나 협력을 도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복잡한 평가기능은 특별한 

전문성이나 고려해야 할 이익형량의 요소가 많을 때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그

것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부 내에 합의제 행정조직을 구성하면, 모호하게 정해 놓은 법률의 명령

을 협의와 의결을 통해 구체화하는 ‘또 하나의 작은 의회’가 행정 내부에서 형

성된다거나, 법원의 사법통제에 앞서 특정 영역에 한 전문성을 갖춘 ‘또 하

272) Thomas Gross, a.a.O., 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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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합의부 재판소’가 행정 내부에 생긴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권력분립의 문제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다양한 

기능 및 작용을 다양한 조직부분에 세분화해서 구분한다는 기능적 권력분립 

관점과 민주적 정당성에 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 따르면 행정, 입법, 사법의 일부 기능이 혼합되는 것이 권

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에서도 역시 그러한 

준입법 내지 준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당성 역시 절차

와 통제메카니즘을 통해 완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원

주의 이론의 관점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결국 책임성의 문제

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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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독립규제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엄격한 계서제 행

정조직과 달리 완화된 민주적 정당성의 보충적 형태이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

을 완화하는 신, 절차와 통제메카니즘, 즉 책임성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에 한 통제는 조직 내부의 절차적인 

통제와 조직 외부에 의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행정의 책

임성과 통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절차적 통제와 

외적 통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행정의 책임성

국가조직에 한 민주적 조종은 구속적인 영향과 통제의 메카니즘을 요구한

다. 규범적으로 보장되는 그러한 메카니즘 내지 도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이다. 구속과 통제 없이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이를 위해 법적인 규율체계를 필요로 하

는데, 그러한 체계를 통해 전체 국가기구 및 행정조직을 구속한다.273) 따라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통제를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행정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 로 수행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질서이자 

체계가 책임성과 통제이다. 책임성은 행정기관이 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규범에 

해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과정과 결과에 한 통제자의 평가에 부응하는 것

273)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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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행정통제는 국가행정이 행정법질서를 준수하고 행정에게 부여된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274) 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

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명제이다. 따라서 통제의 내용과 방식을 이

해하는 것이 책임성의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책임성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행정책임 개념이 최근 행정

법학에서 빈번이 사용되기도 한다. 행정책임은 조종(Steuerung), 의사소통

(Kommunikation) 및 결정(Entscheidung)과 함께 행정학에서 출발하여 행정법학

에 유입된 개념으로 행정법 도그마틱으로서 완결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러나 이미 행정법학의 주요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개념들은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연결개념으로 볼 수 있고, 협력적 행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275) 

행정책임은 무엇보다 행정조직과 행정현실을 고려할 때 그 유용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슈페르트(Schuppert)는 그러한 행정책임의 개

념을 책임단계(Verantwortungsstufe), 책임분배(Verantwortungsteilung), 책임구조

(Verantwortungsstruktur)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행정책임 개념의 유용성을 설

명하기도 한다.276)

행정의 책임성은 행정통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합의제 독립규제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성을 구현하는 방식 역시 그 통제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통제는 일반적

인 절차적 통제와 타자에 의한 통제 내지 외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

274) 이원우, “현 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

정법연구  제29호, 2011, 107면.
275)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275면.
276) 행정책임의 세분화된 개념인 책임단계, 책임분할, 책임구조 등에 한 상세한 

내용은 Gunnar Folke Schuppert, Schlüsselbegriffe der Perspektivenverklammerung 
von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wissenschaft, in: Die Wissenschaft vom 
Verwaltungsrecht, Berlin 1999, S. 114ff.;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

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11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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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절차적 통제(제2절)와 외적 통제(제3절)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제2절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절차적 통제

합의제 행정조직의 수평적 협력관계는 유효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특별한 

절차적 규범을 필요로 한다. 보통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적 절차법이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주된 상으로 하는 데 반해, 합의제 행정조직에 관한 절차

규범은 행정 내부의 결정을 주로 규율한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조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에서는 합의제 결정과정의 특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법적 

구제의 측면은 2차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차법은 조직법과 함

께 합의제 행정조직을 통제하는 주요 기제를 이룬다. 또한 보통의 경우 합의제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기

제는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가령, 한 국가의 전체 경

제에 지 한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즉 기준금리의 결정은 중앙은행 내부의 합

의제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77) 그러한 위원회가 금리

를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의 타당성 내지 합목적성에 

한 실체적 판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한 절차적 통제 

내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중요한 통제기제를 이룰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

한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절차적 통제는 일반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

법｣(VwVfG)이 규율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및 각 개별 영역의 특별법이 당해 

조직의 절차에 관한 제1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278)

277)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그러한 합의

제 위원회의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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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합의제 행정조직에 대한 일반적 절차규정

독일 ｢행정절차법｣ 제88조 이하의 규정은 위원회, 자문단 및 기타 합의제 조

직의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만을 담고 있고, 각 개별 영역의 특별법상의 

절차적 규정에 한 보충규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아닌 각 개별 

영역의 특별법상의 절차규정을 통해 합의제 위원회의 절차를 규율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가령,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학법상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는 당

해 법률상의 절차규정에 의해 규율된다.279) 따라서 ｢행정절차법｣(VwVfG) 제88

조부터 제93조까지의 일반적 규정은 실무상 적용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6개의 일반규정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

문에 합의제 위원회의 다양한 유형을 충분히 포착하기 힘들다.280)

독임제적 행정구조에서는 예외적으로만 내부의 절차가 규율된다. 보통은 다

른 행정부서와의 관계에 관한 행정규칙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합의제 행정조직

을 규율하는 법령 역시 해당 조직의 절차에 관한 법적 규정이 충분치 않음을 

인식하고 정확한 규율을 조직의 정관이나 직무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절차규정 위임의 적법성은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단

할 수 없고, 각 합의제 위원회의 유형과 절차규범의 의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제 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규범이 충분치 않음을 

고려할 때,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일반적 절차규정은 행정절차법뿐만 아니라 

278)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280 참조.

279)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학법(Gesetz über die Universitäten im Lande 
Baden-Württemberg; UG BW) 제6편(Teil) 제1장(Abschnitt) 위원회(Gremien) §§ 
106-117.

280) Friedhelm Hufen, Fehler im Verwaltungsverfahren. 4. Aufl., Baden-Baden 2002, S. 
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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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개별 법률규정, 공법 및 私法상 행정주체의 정관 및 직무 규정 

등을 포함하는 전체 규범의 영역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로스(Gross)는 합

의제 원리가 계서제 원리와 함께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구조원리라는 것을 전

제하고, 합의제 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일반추상적 규범 내지 공통적 원리를 도

출하기 위해 독일의 여러 개별영역의 법률상에 나타나는 절차적 규정을 고려

하였다고 한다. 본 항에서는 합의제 위원회에 관한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일

반적 절차규정을 중심으로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장, 결정, 제척ㆍ기피ㆍ회피, 

의사록작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81)

1.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제 위원회가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위원회가 제 로 기능하기 위하여 

내부의 질서는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독일 ｢행정절차법｣ 제89조는 “위원장은 

협의를 개시하고, 주재하고, 종료하며 질서에 한 책임을 진다”282) 라고 규정

하며 합의제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원

장의 임명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법률 내지 권

한을 가진 자가 지명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제 위원회의 내부에서 선

출하는 방식이다.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283) 私法상 행정주체가 택하

281) Friedhelm Hufen, a.a.O., S. 181f. 참조;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281ff. 참조.

282) § 89 VwVfG： Der Vorsitzende eröffnet, leitet und schießt die Sitzungen; er ist 
für die Ordnung verantwortlich.

283) Bader/Ronellenfitsch/Aschk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München 
2010, § 89 Rn. 1ff.; Huck/Müll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 Beck'sche 
Kompakt-Kommentare, München 2011, § 89 Rn.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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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여러 조직형태 중 하나인 주식회사를 살펴보면, 독일 주식회사법상의 

감사위원회 역시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장 내지 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

다.284) 이에 반해 이사회 의장의 경우엔 감사위원회가 의장을 임명하고,285) 이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직무권한에 따라 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회 회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286)

위원장이 협의를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료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특별한 형

식은 없고, 부분의 경우 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법률상의 구체적인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한은 조직의 정관이나 직무규정에 자세히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직무규정을 통해 표결의 결과를 확정하는 권한이 위원장에

게 주어질 수 있다. 위원장의 우위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고 전문

적인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에나 인정될 수 있

을 것이다. 반 로 위원회가 다원적으로 구성되거나 협력을 위해 구성될 경우 

협의의 연기, 종결 및 유사한 직무규정상의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

체 위원회의 의결로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행정절차법｣ 제89조의 규

정에 따르면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질서규칙의 책임자인데, 회의 중에 경

고를 주거나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합의제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개별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합의제 위원회의 구

성원을 변경하고 다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GemO) 제36조 제3항287)이나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84) § 107 Abs. 1 S. 1 AktG: Der Aufsichtsrat hat nach näherer Bestimmung der 
Satzung aus seiner Mitte einen Vorsitzenden und mindestens einen Stellvertreter zu 
wählen.

285) § 84 Abs. 2 AktG: Werden mehrere Personen zu Vorstandsmitgliedern bestellt, so 
kann der Aufsichtsrat ein Mitglied zum Vorsitzenden des Vorstands ernennen.

286) Uwe Hüffer, Aktiengesetz. 9. Aufl. München 2010, § 84 Rn. 22.
287) § 36 Ⅲ GemO: Bei grober Ungebühr oder wiederholten Verstößen gegen die 

Ordnung kann ein Gemeinderat vom Vorsitzenden aus dem Beratungsraum 
verwiesen werden; mit dieser Anordnung ist der Verlust des Anspruchs auf die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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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법｣(Universitätsgesetz; UG BW) 제113조 제2항288)과 같은 몇몇 개별법의 

예에서처럼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89)

2. 합의제 행정조직의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합의제 결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정보, 의결정족수, 

다수결을 든 바 있다.290) 이는 어떤 합의제 위원회의 결정이 특정한 사안에 관

한 결정이든, 혹은 독일 ｢행정절차법｣ 제92조에 명시된 특정 인사의 선출을 위

한 것이든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전제가 되는 절차이다. 우선 합의제 구성원

의 정보에 해 살펴보면, 독일 ｢행정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1문291)은 위원회

가 의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소환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의결정족수에 해 살펴보면, 독일 ｢행정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과반이 참석하거나 최소한 의결권한이 있는 3인 이상이 참석해

야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끝으로 독일 ｢행정절차법｣ 제91조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 및 가부동수일 경우에 한 일반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292)

den Sitzungstag entfallende Entschädigung verbunden. Bei wiederholten 
Ordnungswidrigkeiten nach Satz 1 kann der Gemeinderat ein Mitglied für mehrere, 
höchstens jedoch für sechs Sitzungen ausschließen. Entsprechendes gilt für 
sachkundige Einwohner, die zu den Beratungen zugezogen sind.

288) § 113 Ⅱ UG BW: Bei grober Ungebühr oder wiederholten Verstößen gegen die 
Ordnung kann ein Mitglied eines Gremiums vom Vorsitzenden aus dem 
Beratungsraum verwiesen werden. Entsprechendes gilt für Sachverständige, die zu 
den Beratungen zugezogen sind, sowie für Zuhörer.

289)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284f.

290) BVerfGE 91, 148, 169.
291) § 90 Abs. 1 S. 1 VwVfG: Ausschüsse sind beschlussfähig, wenn alle Mitglieder 

geladen und mehr als die Hälfte, mindestens aber drei der stimmberechtigten 
Mitglieder anwesend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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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위원회의 결정은 크게 특정 사안에 한 결정과 특정인의 선출에 관

한 결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안에 한 결정에서는 의안을 제의할 수 

있는 권한, 표결절차, 이유제시 등이 문제가 된다. 독일 ｢행정절차법｣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는 권한이나 표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의안

을 제의할 수 있는 권한은 합의제 위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의제의 취

지에 부합할 것이나, 의안을 제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법령상 명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

의할 수 있으나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할 수 있다.293) 표결절차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투표로 할 것인가,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는 공개투표로 하는 것이 그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

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나, 위원회의 유형이나 결정의 특성, 개별 사안에 

따라 비밀투표의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명

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합의제 위원회가 특정인을 선출하는 경우

에도 독일 ｢행정절차법｣ 제92조 제1항은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

나 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 할 경우 비밀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끝으로 합

의제 위원회의 결정 역시 독일 ｢행정절차법｣ 제39조가 정하고 있는 행정행위

의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294)

3. 제척ㆍ기피ㆍ회피

독일 ｢행정절차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행정절차상의 제척과 불공정성

292)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정보, 의결정족수, 다수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nack/Hennek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9. Aufl., Köln 2010, S. 
1634ff. 참조.

29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94) Thomas Gross, a.a.O., 292ff.; Knack/Henneke, a.a.O., § 39 Rn.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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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려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95) ｢행정절차법｣ 제20조 제4

항이 동법 제88조상의 합의제 위원회에 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합의제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역시 유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통해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위원회와 

같이 형성여지를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296)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9조에서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제 위원회에 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

호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

정거래법｣ 제44조 등 개별 법률에서 각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다. 

4. 의사록 작성

독일 ｢행정절차법｣ 제93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강

제하고 있고,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당해 규정은 회

의의 장소와 시간, 의장과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 의결된 내용, 표결 결과가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93조 3문은 의사

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의장과 서기의 서명이 필요함을 정하고 있다.297)

295) Stelkens/Bonk/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8. Aufl. München 
2014, §§ 20, 21 참조.

296) Michael Glage, Mitwirkungsverbote in den Gemeindeornungen: Die Gewinnung von 
Auslegungskriterien und ihre Anwendung auf Einzelprobleme, Göttingen 1995, S. 
12 (Thomas Gross, a.a.O., S. 295 재인용)

297) Knack/Hennek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9. Aufl. Köln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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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의 주요 내용을 의사록에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회의의 과정과 결과에 한 증거를 보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령, 특정 인

사를 선출하는 회의에 관한 의사록은 그 정당성에 한 추정력을 지닌다. 또한 

의사록은 행정절차상 행위의 구성요소이고, 위원회 구성원을 비롯한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다.298)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논의한 제척‧기피‧회피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상의 

일반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의사록 작성에 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의사록 작성에 

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

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II. 합의제 행정조직 내부의 절차적 통제

합의제 행정조직은 본질적으로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

린다. 그러한 합의 과정 자체가 기본적인 자기통제의 기저를 이룬다. 이러한 

합의제 구조의 본질적인 자기통제 이외에 합의제 행정조직 내부의 고유한 통

제메카니즘으로 그로스(Gross)는 ‘중지적 거부권’(suspensives Vetorecht)과 소수

자투표를 들고 있다. 중지적 거부권과 소수자투표에 한 일반절차적 규정은 

독일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93 참조.
298) Stelkens/Bonk/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8. Aufl. München 

2014, § 93 Rn.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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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지적 거부권

중지적 거부권(suspensives Vetorecht)은 내부통제 내지 자기통제의 특별한 절

차적 메카니즘이고, 몇몇 개별 법률이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소수 구성원에게 

중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연

방직원 표법｣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BPersVG) 제39조는 직원 표

위원회의 의결을 6일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99) 그 밖에도 ｢지

방자치법｣과 같은 법률에서도 중지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300) 

위원장 내지 위원회의 소수가 의결에 반 하는 경우 중지적 거부권을 행사하

게 되면, 합의제 위원회의 의결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원회

의 협의와 의결은 다시 진행되고, 의안에 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이

루어진다. 중지적 거부권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

계의 타협점을 찾는 합의제 위원회의 기능이 특히 부각된다.301)

2. 소수자 투표

299) BPersVG § 39 (1) Erachtet die Mehrheit der Vertreter einer Gruppe oder der 
Jugend- und Auszubildendenvertretung einen Beschluß des Personalrates als eine 
erhebliche Beeinträchtigung wichtiger Interessen der durch die vertretenen 
Beschäftigten, so ist auf ihren Antrag der Beschluß auf die Dauer von sechs 
Arbeitstagen vom Zeitpunkt der Beschlußfassung an auszusetzen. In dieser Frist 
soll, gegebenenfalls mit Hilfe der unter den Mitgliedern des Personalrates oder der 
Jugend- und  Auszubildendenvertretung vertretenen Gewerkschaften, eine 
Verständigung versucht werden. Die Aussetzung eines Beschlusses nach Satz 1 hat 
keine Verlängerung einer Frist zur Folge.

300) 독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GemO) 제43조 제2항.
301)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3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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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투표(Minderheitsvotum)는 다양한 관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협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다. 합의제 위원회의 의결에서 채택되

지 않는 의견이 외부에 알려진다는 가능성은 최종 의결의 내용을 선택한 다수

에게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에 소수자 투표는 의미있는 수단이고, 결정에 

중요한 관점들을 최 한 광범위하게 평가하고 제시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소수의 의견 내지 입장이 소수자 투표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공

개되는 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행정통제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

이다.302)

합의제 행정조직의 의결에서 소수자 투표라는 절차적 통제기제를 두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문에서 반 의견 내지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

다. 합의부 재판소의 채택되지 않은 소수의견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되는 것 역

시 사법부 내의 합의제 조직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절차적인 자기통

제 메카니즘이다. 이는 특히 행정부 내부에서 광의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합

의제 위원회의 경우에 소수자 투표 제도가 갖는 의미는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외적 통제

행정의 계서제적인 조종구조를 수평적인 협력 형태의 합의제구조로 보충하면 

그 정당성 구조뿐만 아니라 통제메카니즘 역시 달라진다. 합의제 위원회는 보통 

다른 계서제 행정조직보다 가벼운 ‘실체적 프로그밍’(materielle Programmierung) 

하에 예속되는데, 그 신 보다 엄격한 보충적인 통제메카니즘 속에 놓이게 된

302) Gross, a.a.O., S. 302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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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통제는 보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의한 

통제로 구분하여 파악하거나,303) 주된 통제로서 통령에 의한 통제 및 의회에 

의한 통제로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304) 이에 반해, 그로스는 합의제 행

정조직에 한 통제 메카니즘을 합의제 행정조직 내부의 통제, 공개에 의한 통

제, 형식적 흠결에 한 사법통제, 실체적 심사강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통제 메카니즘을 기본

적으로 내부의 절차적인 통제와 외적인 통제로 구분하였고, 합의제 행정조직 

내부의 통제는 절차적인 통제로 보아 일반적인 절차규정과 함께 살펴보았다. 

외적인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행정부의 통제, 의회의 통제, 사법부의 통제, 

관계자 및 일반 중의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제1장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프랑크푸르터(Frankfurter)는 독립규제기관에 하여 특히 객관적인 절

차법의 보장과 법원의 통제를 강조하기도 하였는데,305) 본 논문에서는 의회에 

의한 통제는 생략하고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외적 통제 메카니즘을 행정

부의 통제, 공개에 의한 통제, 사법통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306)

I. 행정내부의 통제

앞서 살펴본 바 로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절차규범은 자기통제 메카니즘

의 기저를 이룬다. 그러나 자기통제 기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타자통제 

내지 외부통제 메카니즘이 제도화된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외부통제

303)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경인문화사, 2013, 157면 이하.
304) 최진욱, “미국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의 위상과 시사점”, 행정법학  제6호, 

2014, 19면 이하.
305) 제1장 제3절 Ⅲ. 1.
306)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300-3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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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차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의 통제이고, 행정내부 통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감독이다. 적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을 받는 일반적인 계서제 행정조직과 

달리 합의제 행정조직에서는 적법성감독을 중심으로 외부의 통제 메카니즘이 

형성된다.307)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능적 자치행정을 인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고, 기능적 자치행정조직에 해서는 조

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없이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은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실질적․

내용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을 통해 

조직의 권한과 임무를 정하고, 인적 정당성을 갖춘 공직자로 하여금 그것을 감

독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행정내부의 통제, 특히 행정감독은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통제 메카니즘을 형성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308)

잘즈베델(Salzwedel)은 독립행정기능에 한 행정감독의 수단을 침익성의 단

계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침익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정보요구이다. 둘째는 정보요구보다 침익성의 정도가 높은 반 의사 표명

이다. 이는 특정 행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감독기관의 구속력 있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셋째는 체적 취소‧실행이다. 감독기관이 반 의사 표명을 하

였으나 피감독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이 직접 행위를 취소하

거나 실행하는 방식이다. 넷째는 체요원의 투입으로 감독기관이 직접 독립행

정조직의 구성원으로 특정인을 투입하는 것이다. 앞서의 세 가지 유형이 독립

행정조직의 행위 내지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체요원의 투입은 감독기

관이 직접 조직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다섯째는 침익성이 가장 높은 단계

307)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합목적성감독을 배제하고 적법성감독만을 고려한 법

률규정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BVerfGE 59, 360, 389.
308) 제2장 제1절 Ⅳ.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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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행정기능 자체를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309)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합목적성 감독 내지 적법성 감독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행정감독 수단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독일의 연방금융

감독청 설치법률인 ｢금융감독법｣(Finanz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 FinDAG)

은 제2조에서 연방금융감독청이 연방재무부의 적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을 받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재무부는 금융감독에 관한 사안에 하여 

간섭하지 않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외부의 평가 역시 실질적으로나 기

능적으로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방재무부의 합목적성감독은 

정보요구권한과 지시권한을 감독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별사

안에 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10) 이는 잘즈베델의 유형에 따르면, 연방재

무부의 감독수단으로 침익성이 가장 낮은 단계인 정보요구 수단이 통상 활용

되고, 규범적으로 반 의사표명의 수단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입

법론적으로 법률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수단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해석론적으로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수단을 허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II. 공개에 의한 통제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행정내부의 통제 다음으로 합의제 위원회의 협의와 

결정의 공개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공개에 의한 통제는 특히 민주적 정당

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309) Jürgen Salzwedel, Staatsaufsicht in Verwaltung, VVDStRL 22, 1965, S. 249ff.; 이
에 관해 이상덕,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 경인문화사, 2010, 221면 이하 참조.

310) 제5장 제3절 Ⅰ. 2.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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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원리 및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다.311) 공개는 협의 및 결정과정에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개에 의한 통제의 핵심적인 논

지는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의 

임무수행을 감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개를 통한 통제에

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언론은 일반 중에게 위원회 활동에 한 정보

를 제공한다.312)

독일 ｢행정절차법｣은 합의제 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한 규정을 두고 있

을 뿐, 공개에 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 공개에 의한 통

제는 각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나 직무규정, 정관 등에서 규정되어

야 하는데, 문제는 공개에 의한 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가이다. 일설에 의하면, 

독일 지방자치법에서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합의제 위

원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313) 그러나 이는 참여, 

공유, 개방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

로 실현하려고 하는 현  행정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가

령,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314)는 모든 국가기관

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영국의 1960년 ｢공공기관 (회의 공개에 관

한) 법률｣(Public Bodies (Admission to Meetings) Act)315)은 지자체를 포함한 

311)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1판, 박영사, 2012, 605면 이하.
312) Thomas Gross, a.a.O., S. 303 참조.
313) Stelkens/Bonk/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8. Aufl. München 

2014, §89 Rn. 7.
3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15) 영국의 ｢공공기관 (회의 공개에 관한) 법률｣(Public Bodies (Admission to Meetin

gs) Act 1960) 에 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legislation.gov.uk/ukpga/Eliz2/8-9
/67/contents (최종 방문일자 2014.07.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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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구에 하여 중과 언론의 접근권한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회

의 역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

합의제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히 다원적으로 구성된 위원

회 및 사회 각층의 참여를 위원회 구성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문

제가 된다. 그러한 위원회의 경우 개별 위원들의 인적 정당성은 사회 각층의 

집단을 표하는 기능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각각의 위원들은 그들이 표하는 

그룹에 효과적으로 귀속될 필요가 있다. 참여적 성격의 합의제 위원회는 보통 

특정 집단의 표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선출과정을 거쳐 위원직을 얻게 

되고, 민주적 선발절차의 정당성 메카니즘은 선발된 표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적 성격의 위원회에 자신들의 표

를 파견한 단체의 구성원은 그들에 하여 정보를 얻을 권한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협의와 결정에 한 공개 없이는 그들의 표가 행한 결정과 

행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따라서 통제는 불가능하다. 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공개에 의한 통제는 필수적인 통제 메카니즘이다. 민주주의는 기

본적으로 정부의 투명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결정주체는 공개

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다원적으로 구성된 행정 내부의 합의제 

위원회는 법률이 제시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법률이 다 채우지 못한 형성여지

를 채우는데 있어 스스로 판단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해 책

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조종을 보충하는 보충적인 민주적 통

제 메카니즘으로서 공개에 의한 통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316)

다원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316) Hans-Ulrich Jerschke, Öffentlichkeitspflicht der Exekutive und Informationsrecht der 
Presse, Berlin 1971, S. 68ff.;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3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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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통상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317) 그러나 공개에 

의한 통제는 특정 분야에 한 자문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전문가 위원회에 

해서도 역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됨으로써 전문가

들의 의견과 결정이 검증될 수 있고, 그러한 통제메카니즘을 통해 전문가 위원

회는 더욱 신중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318) 가령, 

미국의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은 모든 자문위원

회가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19)

합의제 위원회가 행정 내부에서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공개에 의한 

통제는 의회가 통제하는 정부내각에 의한 계서제적 조종에 한 보충적 기능

을 수행한다. 공개를 통해 합의제 위원회의 논쟁적인 토론은 더욱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검증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입법자가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에 한 선출방식을 결정한다면, 입법자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귀속 메카니즘을 실현시켜야 한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 내지 집단

의 이익이나 공익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공개에 의한 통제를 배제하

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320)

III. 사법통제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사법통제는 크게 형식적 흠결에 한 통제와 실체

317) Michael Schröder, Kommissionskontrolle in Reproduktionsmedizin und 
Gentechnologie, Köln 1992, S. 124.

318)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308 참조.

319)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Section 10 (a) (1) Each advisory committee 
meeting shall be open to the public.

320) Thomas Gross, a.a.O., S.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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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흠결에 한 통제는 권한과 절차 등에 관

한 것이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사법통제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흠결에 

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실체법적 통제는 심사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영역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

다. 가령, 금융행정 영역의 경우 금융전문 행정심판소나 금융옴부즈만을 설치

함으로써 1차적으로 행정부에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금융규제기관에 

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의 의결은 준수되어야 하는 다수의 규범에 의해 절차흠결에 

한 특별한 리스크를 내포하는데, 그것의 법적 결과는 각각 개별 위원회의 유

형과 성격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드물게 있을 뿐이어서 각각의 흠결의 결과를 규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그

마틱의 임무이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외부관계, 즉 제3자에 한 행정결정의 

효력과 행정내부관계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위반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

의 경우 모두 결국은 조직법 및 절차법 규범의 준수를 보장하는 동일한 목표

와 관련이 있고, 그것의 위반을 제재와 결부시킴으로써 사법부에 의한 통제로 

연결된다.321)

1. 행정외부관계에서의 형식적 흠결

행정외부관계에서의 형식적 흠결은 조직권한의 흠결과 절차적 흠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권한의 흠결을 살펴보면, 합의제 위원회가 직접 행정행위를 발

령하거나 최종적 결정에 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절

차법을 비롯한 일반행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과 같은 자치

행정단위에서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가 독임제 기관에 비해 빈번하게 논란이 

321)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308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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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는 결국 중 ․명백한 흠결의 문제로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문제로 

귀결된다.322)

다음으로 절차의 흠결 문제에 관해서는, 개별 절차규범의 위반에 있어 흠결

의 결과에 관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 위원회에 한 

내부절차는 각 개별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독임제적 계서제로 구

성된 행정청에 비해 절차규정이 더 복잡하고 절차흠결에 한 위험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위원회의 유형에 따라 절차흠결의 내용과 그 결

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323)

2. 행정내부관계에서의 형식적 흠결

조직법을 통해 내부관계에서 부여된 법적 지위가 사법통제의 상이 될 수 

있는지에 한 문제는 부분 ‘기관소송’ 개념 하에서 다루어진다. 본래 행정

소송법은 법적 주체, 즉 법인에 맞추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실체적으로 단지 

법인격 주체 사이에만 법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권리능력을 통해 법인

격이 인정되지 않은 다양한 행정단위간의 법적 분쟁은 그에 따라 단지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허락되었을 때만 허용되었다. 용어상으로 이러한 시각은 ‘자

기소송(Insichprozess)’이란 개념에서 드러난다. 이 개념은 동일한 공법상 법인

이 그 법인의 행정청 내지 다른 부분을 통해 원고로서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이미 이 정의는 접근방식을 통해 문제

의 왜곡을 보이는데 그 접근방식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오직 법인에게만 

주어지고, 개별 행정청 및 하부행정조직의 행위는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함

을 가정하고 있다.324)

322) Thomas Gross, a.a.O., S. 309f. 참조.
323) Thomas Gross, a.a.O., S. 311ff.
324) Thomas Gross, a.a.O., S. 3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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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에 관한 논의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분쟁에서 문제가 되었고, 

각각의 개별 규범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 결정정인 요소가 된다. 

가령,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정

해놓 은 경우에, 그러한 내부관계의 흠결에 한 이의제기를 거부하게 되면 이

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325) 그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독일 ｢행

정재판소법｣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내부 조직 간의 소

송 역시 허용된다.326)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내부관계 역시 외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개별 법률에서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그러

한 규정의 해석을 통해 사법부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통제하게 된다. 

3. 심사강도

합의제 위원회는 실체법의 적용에 한 사법부의 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합의제 위원회에 한 실체적 프로그래밍의 낮은 규율밀도로 인해 내용

적 흠결에 한 심사는 후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327) 그러나 심사강도에 

있어서도 역시 다양한 유형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청소년 유해저작물에 한 

연방검사소(Bundesprüfstelle)와 관련하여 합의제 위원회를 다룬 독일 연방행정

재판소의 결정328)은 당해 위원회의 다원적 구성이 ‘판단여지’(Beurteilungs-

spielraum)의 인정을 내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329) 독일 연방

325)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München 1998, §42 Abs. 2 Rn. 91f.

326) BVerfGE 22, 106, 110ff.; BVerwGE 31, 359.
327) Hans-Heinrich Trute, Funktionen der Organisation und ihre Abbildung im Recht, 

in: Schmidt-Aßmann/Hoffmann-Riem (Hrsg.),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als 
Steueurungsressource, Baden-Baden 1997, S. 260f.

328) BVerwGE 39, 19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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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후속 판결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합의제 

위원회의 판단여지는 인정되었다.330) 청소년 유해저작물에 한 연방검사소 이

외에도 공법상 방송영조물 및 연방주언론영조물의 감독위원회와 외환청의 위원

회에 해서도 판례는 심사강도의 축소를 인정하였다.331)

재판적 통제에 있어 시민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

항의 적용영역에는 시민에게 국가의 활동에 한 법원의 통제를 청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주어진다.332) 따라서 감소된 심사강도의 정당화는 우선적으로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333)에 근거한 입법자의 형성권한에 의거한다. 기본법이 인

정한 형성권한을 지닌 입법자는 행정결정의 규범화 방식을 통해 사법부의 통

제프로그램 역시 규정한다.334) 이러한 규범적 수권이론에 따르면 행정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각 영역의 개별규정과 관련된 기준은 불확정 법개념의 적용

에 있어 중요한 척도이다.335)

합의제 행정조직의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사법통제의 심사강도를 줄일 수 있

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내어야 하고 또한 

329) 위원회 조직의 판단여지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임성훈, 불

확정법개념의 해석․적용에 한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한국․미국․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203-205면 참조.
330) BVerwGE 91, 217ff.
331) BayVGH NJW 1992, 929, 930; VGH BW ESVGH 42, 185, 192; BayVGH NJW 

1997, 1385, 1386; BVerwGE 62, 330, 339f. (이상의 판례는 Thomas Gross, a.a.O., 
S. 324에서 인용).

332)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Bd. 3. 5. Aufl. München 2004, S. 898.
333)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공권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권

리구제의 방법이 열려있다. 다른 관할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통상적 권리구

제의 방식이 주어진다. 제10조 제2항 제2문에 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

지 않는다.
334) Thomas Gross, Das Kollegialprinzip i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Tübingen 

1999, S. 324.
335)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München 1998, §114 Rn.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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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적용되는 실체법적 규정들의 특성이 참작되어야 한다. 합의제 위원회는 

통상 복잡한 문제를 검토하는 데 맞추어져 있는데, 합의제 위원회의 그러한 역

할과 기능은 명백한 규범화에서는 벗어나 있다. 많은 경우에 합의제 위원회는 

의회가 정한 법률을 구체화하는 규칙제정자로서 규범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한

다. 구체화 기능에 있어 다원적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는 특별한 가치를 지

니고, 합의제 행정조직의 결정절차는 독임제 행정조직의 결정절차와 현격한 차

이가 있다. 이러한 구성은 그 결정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는데, 그것은 사법

통제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와 다양한 이해

관계를 변하기 위해 다원적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는 구별할 필요가 있

다. 다원적 위원회의 특별한 성격은 결정과정에 있어 참가자의 특별한 전문지

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원적 구성을 통해 실현되는 이해관계의 중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조직결정을 통해 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조건이 형성

되고, 그 조건은 오직 완전하지 않은 프로그램 조건 하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

이다. 행정의 작용여지를 구체화하는 것은 정치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

정은 다원적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합리화된다. 그것은 행

정 내지 법원이 전문가감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전문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가 공통의 결과지향적 협의를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이다. 그것

에 의해 합의제 위원회의 결정과정은 일상적인 행정청의 과정과 구별된다.336)

그로스(Gross)는 판단여지의 인정에 있어 독일 사법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

판하고 있다. 판단여지의 인정 문제는 합의제 위원회와 관련하여 법원의 심사

강도 및 통제에 한 연결점을 제공한다. 다원적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는 

조직의 구성과 결정과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판단여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

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심사강도를 수축시키는 판

단여지를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 위원회의 경우 법적으로 완전히 조

336)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S. 185ff.; 
Thomas Gross, a.a.O., S.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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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중재에 한 부분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가령, 연방

통상재판소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카르텔청 부서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았

다.337) 또한 연방행정재판소는 병역거부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해서도 심

사강도를 낮추지 않았다.338) 그러나 외환청(Sortenamt) 위원회의 경우 그 전문

가적 구성에 근거하여 평가결정에 있어 판단여지를 인정하였다.339) 외환청 위

원회의 명예직 위원들은 다원적 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의 중재가 아닌 전문

성 기준에 따라 선발되었음에도 다른 전문가 위원회와 달리 판단여지를 인정

하였다. 반면, 외환청 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된 연방보험감독청의 심결부에 

해서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았다.340) 그로스의 논거

는 합의제 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로 구성하는 것은 다른 행정청과 차

이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여지를 특별히 인정해야 하는 충분한 논거

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341)

그러나 앞서 논의한 청소년 유해저작물에 한 연방검사소의 경우와 같이 

위원회의 전문가적 구성에 의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무의 성

질구조로부터 판단여지가 발생하다면, 다원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이외에도 판

단여지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그로스의 논변이다. 그러한 경우에 판단여지

는 결정에 적합한 인적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 로 특정 

사안 내지 임무에 한 사후적 통제의 어려움이 존재할 때, 합의제 행정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합의제 행정조직이 갖는 고유한 통제메카니즘이 작동되도록 한다

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조직의 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법률적

용 이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342)

337) BGHZ 49, 367, 372.
338) BVerwGE 65, 287, 290.
339) BVerwGE 62, 330, 339f.
340) BVerwG VersR 1981, 221.
341) Thomas Gross, a.a.O., 327f.
342) Thomas Gross, a.a.O., S.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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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합의제 행정조직을 구성하면 통상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생겨난다. 의

회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장관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계서제 행정조직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 방식과 절차 및 통제 

메카니즘이 형성된다. 행정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일원주의 이론에 의하면, 그

러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허용될 수 없는 조직형태이거나 헌법적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행정 현실은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분권화되

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조직은 기존의 계

서제 행정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엄격한 조직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갖춘 계서제 행정조직

과 달리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민주적 정

당성을 얻는다.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의회가 제정

한 법률과 행정의 책임성이다. 따라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조직적‧인적 정

당성이 약화되는 신 법률에 의한 구속과 함께 책임성 및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책임성은 행정기관이 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규범에 해 의무를 지는 것으

로서 과정과 결과에 한 통제자의 평가에 부응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통제는 

행정이 행정법질서를 준수하고 행정에 부여된 임무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도

록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통제의 내용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실

질적으로 책임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통제는 자기통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적 통제와 외부 내지 타자

에 의한 통제인 외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절차법은 조직법과 함께 합의제 행정조직을 통제하는 주요 기제를 이루고, 

그러한 통제기제는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독임제 행정



- 152 -

구조에서는 예외적으로만 내부의 절차가 규율되고, 보통은 다른 행정부서와의 

관계에 관하여 내부의 행정규칙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합의제 행정조

직은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법을 비롯해 개별 법률, 조직의 정관이나 직무규

정에 의해 그 절차가 통제된다. 따라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절차적 통

제는 절차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절차규범이 자기통제 메카니즘의 기저를 이룬다

면, 가장 근본적인 타자통제 내지 외부통제로는 우선적으로 행정내부의 통제를 

들 수 있다. 행정내부의 통제, 즉 행정통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행정감독이다. 

따라서 행정감독은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통제메카니즘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행정감독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행정감독 수단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법률에

서 감독기관의 감독수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석론적으

로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여겨진다.

행정통제와 함께 가장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통제 메카니즘으로 공개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공개에 의한 통제는 특히 민주적 정당성과 연결되는데, 합

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협의 및 결정과정이 일반 중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그 임무수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참여, 공유, 개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서 현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조라고 한다면, 합의제 독

립규제기관의 의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만 공개에 의한 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사법통제는 기본적으로 조직법과 절차법 규정을 

중심으로 형식적 흠결에 한 통제를 강화하고, 실체법적 통제는 심사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적 흠결은 행정 외부관계와 내부관계로 구분

하여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조직권한의 흠결과 절차적 흠결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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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합의제 행정조직의 의결은 독임제 행정조직의 결정과 달리 다수의 절

차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 흠결에 한 보다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그러한 형식적 흠결에 한 사법통제는 각각의 개별법률, 위원회

의 유형과 성격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적 흠결과 달리 내용적 흠결

에 한 사법심사는 합의제 위원회에 한 낮은 규율밀도로 인해 심사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판단여지의 

인정 문제로 귀결되는데, 합의제 위원회의 다양한 유형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다양한 사회의 이익을 표하고 중재하는 다원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원칙

적으로 판단여지의 인정이 정당화되는 반면, 이해관계의 중재가 아닌 전문성 

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판단여지의 인정이 원칙적

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방식에 의해 판단여지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임무의 유형 내지 사안구조에 따라 판단여지가 발생

한다면, 다원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이외에도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어떤 

임무 내지 사안의 특성상 사후적 통제의 어려움이 존재할 때, 입법자는 합의제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그 임무를 맡김으로써 합의제 행정조직의 고유한 통제 

메카니즘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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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금융규제기관에의 적용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기관은 통상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조직형태이거나, 

그러한 형식을 조직 내부에 갖추고 있다. 가령,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등이 그러한 합의제 독립규

제기관의 예이다. 오늘날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은 널리 인정되는 편이고, 독

립성 확보를 비롯한 여러 이유에 의해서 합의제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합의제 독

립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합의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방식인 책임성과 통제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규제기관의 조직 구성

과 방식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1절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합의제

I.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1.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근거

금융규제기관343)의 독립성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간섭으

343) 통상 금융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칭할 때, ‘금융규제기관’ 내지 ‘금융감독기

구’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금융규제기관’이란 용어는 규제법령을 제정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규제조직(regulatory body)으로서의 성격에 방점을 둔 표현

이고, ‘금융감독기구’라는 용어는 법규의 준수를 감독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감독조직(supervisory body)으로서의 성격에 방점을 둔 표현이다. 따라서 외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및 감독 조직’(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y) 이라고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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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독립이고, 둘째는 ‘업계 포획’(regulatory capture)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 크게 부각된 사례는 1990년  베네수엘라, 한

국, 인도네시아, 일본의 금융 위기이다. 업계 포획으로부터의 독립이 주로 문제

된 사례는 미국 저축 부조합 파산 사례이다.344) 본 절에서는 정치적 간섭으로

부터의 독립을 주로 다룬다.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은 흔히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함께 비교된다. 중앙은

행의 독립성이 통화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듯이,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은 금

융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통화의 안정성과 금융의 안정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기관의 독립성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1980년  이래로 각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체로 인정되고, 많은 나라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기관이 전통적인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근거는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근거로 원용된다.

첫째,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제의 필요성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처할 수 있는 명확하고 안

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간섭은 이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 가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 압력이

나 자의가 배제되고 사전에 구축된 규칙과 절차 로 진행되어야 시장의 신뢰

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인도

네시아 수하르토 총리 가문과 연계된 은행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통령의 지

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규제기관’이란 표현과 ‘금융감독기구’라는 표현

을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쓰고 있다.
344) 금융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문제가 되어 금융위기를 악화시킨 여러 나라

의 사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enneth Kaoma Mwenda, Legal aspects of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and the concept of a unified regulator, Washington 
D.C. 2006, 2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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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라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이 결정되고, 이후 구조조정 단계에서도 다양

한 정치적 압력이 개입된 사례가 표적인 예이다.345)

둘째, 시간의 불일치 문제이다. 정부의 장기적 정책과 단기적 정책에 차이가 

생길 경우 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논거에 따르면, 정치가는 눈앞에 닥친 선거나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같은 장기적인 공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케네스 로고프

(Kenneth Rogoff)의 모델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시하

는 독립된 기관에 통화정책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정부의 우선순

위 내지는 반응기제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보수적인 중앙은행’(conservative 

central bank)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는 금융규제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346)

2. 중앙은행과 금융규제기관의 차이

앞서 논의한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논거는 표적인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

거로부터 유추하였다. 그러나 책임성 구축 부분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규제기관

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고 여러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 반해, 금

융규제기관의 독립성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의 역

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특히 한국이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영국과 같은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통화

345) Quintyn/Taylor, Robust regulators and their political masters: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theory, in: Masciandaro/Quintyn (eds.), Designing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s: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Cheltenham 
2007, pp. 9-10.

346) Quintyn/Taylor, op. cit., 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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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과 금융규제기관 사이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상 목적에 있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임무

를 부여받았고, 그 임무 수행에 한 평가 역시 물가상승률이라는 지표로써 비

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금융규제기관은 법률상 목적이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 목적 

달성 여부에 한 평가 내지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347)

둘째, 금융규제기관이 겪는 투명성과 비밀보장 사이의 갈등은 중앙은행이 통

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겪는 것보다 훨씬 크다. 오늘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 통화정책에 한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

어 그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금융규제기관은 규제

상 기업이나 관련자, 혹은 개인의 비밀과 이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예

를 들면, 금융규제기관이 금융회사에 한 조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검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

이나 집단의 명예와 이익을 실추시킬 수 있을 때 조사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

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348)

셋째, 금융 규제와 감독에 있어 금융규제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광

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이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과 실질적으로 상당

한 차이를 가져온다. 금융규제기관은 법령을 제정하고, 직접 제재처분을 내리

며, 사법부와 유사한 행정구제절차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중앙은행의 주된 

347) Hüpkes/Quintyn/Taylor, The accountability of financial sector supervisors: Principles 
and practice, IMF Working Paper WP/05/51, 2005, 10면 이하 참조.

34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Declaration of principles, IMF Interim Committee, 1999; 
Hüpkes/Quintyn/Taylor, op. cit., 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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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는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349)

넷째,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리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나 그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은 금융감독기구는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둘러싸여 있다.350)

중앙은행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막 한 영향을 미치는 간과할 수 없는 

국가기관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그 주된 기능은 정책집행

이다. 이에 반해 금융규제기관은 전형적인 경찰임무 내지 규제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

과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규제기관은 규제를 통해 규제

상 및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금융규제기관 독립성의 구체적 내용

독립된 금융규제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을 만들고, 금융규제를 전담하는 별도

의 조직을 구성한다고 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금융

규제기관 설치법령 이외의 법령에서 재무부나 의회, 통령, 기타 관련자의 개

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장식 내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들이 마

련되어야 한다.

(1) 퀸틴/테일러의 이론

마크 퀸틴(Marc Quintyn)과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는 독립된 금융규

349) Hüpkes/Quintyn/Taylor, op. cit., 16면 이하.
350) Hüpkes/Quintyn/Taylor, op. cit., 1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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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1) 조직 독립성

‘조직 독립성’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분리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을 의

미한다. 조직 독립성의 핵심요소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규제기관 운

영진의 임명과 해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력과 정직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임명된 운영진이 정권으로부터의 

해임에 한 두려움 없이 정해진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

다. 임명절차에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관여하는 것은 더욱 이상적일 수 있다. 

둘째, 금융규제기관의 거버넌스를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

하는 것이다. 위원회 조직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보장하는 동

시에 한 개인의 의견에 경도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있다. 셋째, 의사결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개가 불가능한 영업비밀과 민감한 사항

과 관련된 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최 한 공개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중과 업계가 그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

다.351)

2) 규제 독립성

‘규제 독립성’은 금융규제기관이 법률유보의 범위 안에서 건전성 규제와 관

련된 법규를 정함에 있어 적절한 정도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성 규제는 자기자본비율이나 장부외거래 제한과 같은 금융중개회사의 고유

한 특성에 기인한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영업과 활동의 안정성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포함한다. 규제 독립성이 결여될 경우 긴급한 법규개정에 소

351) Quintyn/Taylor, Robust regulators and their political masters: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theory, in: Masciandaro/Quintyn, Designing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s: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Cheltenham 200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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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적인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전문적인 규칙 제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져온다. 또한 규제 독립성이 보장될 경우 바젤 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 Supervision) 권고안과 같은 국제 표준에 신속하게 

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52)

3) 감독 독립성

‘감독 독립성’은 금융기관에 한 인‧허가, 제재, 영업정지와 같은 금융감독

기구의 주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은행법에 따른 은행설립 인가부터, 여러 가지 검사, 제재처분, 

인가취소까지 금융감독기구의 상당한 수준의 재량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

러한 재량에 정치적 간섭이나 업계의 포획, 감독기구의 자의 등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독기구 구성원에 한 

법적 보호, 충분한 보수, 제재와 개입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세

밀한 규칙, 행정심판과 같은 적절한 구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감독 독립성을 보

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353)

4) 예산 독립성

‘예산 독립성’은 감독기구 스스로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

선순위 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상급행정청이나 의회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돌발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경쟁력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욱 수

월하다. 이러한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

식이 분담금 제도이다. 규제 상인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금융감독기구의 운영

을 위한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분담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

352) Quintyn/Taylor, op. cit., pp. 21-22.
353) Quintyn/Taylor, op. cit., pp.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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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 및 비율은 각 나라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영국, 독

일 등 여러 나라들이 국가예산이 아닌 분담금 및 기타 방식으로 금융감독기구

의 예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354)

(2) 평가 및 소결

퀸틴과 테일러가 지적한 금융규제기관 독립성의 네 가지 측면은 금융규제기

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나라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퀸틴과 테일러의 이론에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언

급하고자 한다. 첫째, 퀸틴과 테일러의 이론은 각 나라의 개별․구체적인 상황

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변

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일반․추

상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둘째, 퀸틴

과 테일러가 제시하는 독립성의 네 가지 측면, 즉 독립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성이 책임성 메카니즘과 상당한 정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령, 퀸틴과 테일러는 조직 독립성 부문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이 최 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최 한 공

개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앞서 제4장에서 언급한 ‘공개에 의한 통제’의 핵심적

인 내용이다. 또한 퀸틴과 테일러가 감독 독립성 부분에서 언급한 ‘적절한 구

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감독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역

시 행정통제 및 사법통제와 맞닿아있다. 따라서 독립성은 책임성 및 통제메카

니즘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오히려 잘 짜여진 책임성 및 통제메카니즘

을 통해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4) Quintyn/Taylor, op. cit.,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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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합의제 행정조직으로서의 금융규제기관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심결부 등은 모두 합의제 행정조직이다. 특히 우리나

라와 같은 국가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금

융규제기관이 형식적으로는 합의제 기관이나 조직의 운영 및 결정은 독임제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각부처의 장관에 해당하는 위원

장이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상당한 독립성을 향유하게 되는 문제점

을 낳는다.

앞서 논의한 금융규제기관의 조직 독립성 논의에 관하여, 금융규제기관의 거

버넌스를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의 장점으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계속

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한 개인의 의견에 경도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을 들었

다. 그런데 그러한 위원회 조직의 구성 목적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독임제와 같이 운영된다면 합의제 행정조직을 구성한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합의제 행정조직은 일반적인 행정조직의 형태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임무 및 목적에 의한 예외적인 조직구조이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조직으로서의 

금융기관을 조직하고 구성함에 있어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하

나의 조직 내에서 그 기능에 따라 조직의 구성방식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규

제기관이 집행기능과 함께 준입법기능과 준사법기능을 수행한다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독임제 행정조직으로 구성하고, 준입법기능과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각각 별도의 합의제 행정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미국의 노

동관계위원회(NLRB)의 경우, 조직 내부에서 재결기능 및 분쟁사건을 결정하는 

위원회 조직과 조사권 및 소추권과 같은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서 기능적으로 분리시켰다. 독일의 여러 규제기관 역시 규제기관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Verwaltungsrat)나 개별사안을 결정하며 사법부와 유사한 



- 163 -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심결부(Beschlusskammer)를 조직 내부에서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분리 내지 기능적 독립성을 통해 합의제 조직을 구성하는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I. 민주적 정당성의 필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금융 안정성 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의 2004년 및 2005년 분석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 영역

에서 보험 및 연금 영역으로 이전되고, 정부 및 기업 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과거의 가계부문은 금융자산을 주로 은행

에 보유하였고, 은행예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통해 고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었다.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는 신용리스크가 있었지만, 예금자보험이나 정

부의 구제금융 같은 제도로 인하여 가계부문의 리스크 부담은 완화되었다. 은

행영역에서의 리스크의 분배를 살펴보면, 투자리스크는 은행이 부담하였고 신

용리스크는 정부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리스크는 크지 않았다. 생명

보험 및 연금의 영역에서도, 과거에는 주로 보험회사나 기업, 정부가 투자 리

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기 수명의 증가, 선진

국 경제의 본격적인 저성장 진입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보험금 내지 연금이 

보장되는 구조는 지속될 수 없었고, 개인이 불입한 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나 보

험회사나 연금이 지급하는 금액은 고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정부와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결과를 낳는다. 은행 역

시 리스크의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를 다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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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게 이전시켰다. 결과적으로 가계부문에서 뮤추얼 펀드나 개별 주식 및 

채권의 보유가 증가하였고,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가계부문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직간접적으로 가계부문에 더욱 크게 노출

됨에 따라 가계부문은 금융 시스템의 ‘최종 충격 흡수자’(shock absorber of 

last resort)가 되었다.355)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주로 정부와 기업 부문에 있었던 시 와 달리, 가계부

문 내지 개인이 금융 시장의 ‘최종 충격 흡수자’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 규제 

및 감독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된다. 첫째, 유권자 개인이 금융시장의 변동

성에 더욱 크게 노출됨에 따라 정치가는 금융시장의 거버넌스에 있어 유권자

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변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권

자의 자산이 은행, 뮤추얼 펀드,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적절히 운용되고 

있음을 보장할 정치가의 유인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의 私

化’(Privatization of Risk)는 금융규제기관이 더욱 강력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

할 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경기진작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다른 거시경제적 

목표에 한 정치적인 동기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낳는다.356)

앞서 논문 제2장에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한 독일의 규범적이고 이론

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모든 국가권력에 해 국민은 ‘효과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어야 한다는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금융규제 영역에서 위와 

같은 사실적인 논거로도 뒷받침된다. 다시 말해,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

적 정당성은 단순한 사변적 이론에 불과하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

실적 이유와 규범적인 이유를 근거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금융규제

기관은 적절한 책임성과 통제메카니즘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355) 이상에 관해서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5, pp. 4-5 참조.

356) Jonathan Westrup,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Why politics matters, in: 
Masciandaro/Quintyn, Designing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s: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Cheltenham 2007, pp. 117-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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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주적 정당성

1. 책임성

책임성을 의미하는 ‘accountability’는 영어에 기원하는 단어이고, 이탈리아어

와 에스파냐어, 프랑스어에는 이에 정확히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accountability’를 프랑스어로 설명하는 아브릴(Avril)은 “국민 앞에 지는 정부

의 책임으로서, 중의적 의미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고려하는 것” 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의미뿐만이 아닌, 유럽 여러 나라의 행정현실과

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영국 정치에서는 ‘responsibility’에서 ‘accountability = 

responsibility(책임) + explanation(설명)’으로 전환이 있었지만 다른 유럽 국가

에서는 그러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불완전했다고 할로우(Harlow)는 지적

한다.357) 통상 ‘설명책임’이라고도 번역하는 ‘accountability’가 금융행정 영역에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규제행정조직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 

한 국가의 규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은 표적

인 규제산업이고,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관

할영역의 금융시스템에 한 최종적인 책임(responsibility)을 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한 충분한 설명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만을 강조할 경우, 그것의 책임성 시스템을 제 로 구

축하지 않으면 헌법상 3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메카니즘에서 벗어난, 혹은 민

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티글러(Stigler)의 지적 로 독립된 금융규제기관은 업계 포획에 더욱 취약할 

357) Carol Harlow, European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in: Nicholas Bamforth/Peter 
Leyland (eds.), Public law in a multi-layered constitution, Oxfor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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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 높다.358) 책임성은 이에 한 통제 수단의 조합으로서, “아무도 독립

행정청을 통제하지 않지만, 그 행정청은 통제 하에 있는”(no one controls the 

independent agency, yet the agency is under control) 방식으로 작동하는 견제

메카니즘이다359). 따라서 독립성과 책임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 내지 갈

등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책임성이 독립성과 갈

등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그 논거

는 효과적인 책임성 메카니즘을 구현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독립

성이 보장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360) 정치 및 사회 환경이 전통

적인 상하관계에 기반한 수직적 책임성만이 강조되던 시 에서, 참여민주주의

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수평적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

는 시 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현  민주주의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

라서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은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책임성만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포함한 다방면으로의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2.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 구축

책임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는 ‘누구에 한 책임성인가’와 ‘무엇에 

한 책임성인가’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하고 나면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누구에 한 책임성인가’의 문제에 있어 그 상은 국가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피규제자인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및 

358) George J. Stigler,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2, No.1, 1971.

359) Terry M. Moe, Interests, Institutions, and positive theory: the politics of the 
NLBR,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Vol. 2, pp. 236-299 참조.. 

360) Giandomenico Majone, Independence vs. Accountability?: Non-majoritarian 
Institutions and democratic government in Europ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Working Papers N 94/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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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의 대상 내용 및 형태 책임성 구축의 방법

입법부

• 국회 또는 위원회에 대한 정례(연례) 
보고서

• 특별 질의절차와 구두 발표
• 법률 제정안에 대한 특별 발표
• 예산 결과에 대한 발표
• 회계 감사

사후적-설명적 

사후적-설명적
사전적-설명적 또는 시정적
사후적-금전적 책임추궁
사후적-금전적 책임추궁, 
설명적 또는 시정적

행정부

• 재무부 장관 또는 정부에 대한 정례 
보고서

• 영역별 발전 사항에 대한 특별 공식 
발표, 정보 제공

• 새로운 정부 규제 또는 법령을 위한 
제안

사후적-설명적 

사후적-설명적, 일반적으로 
단순 정보제공적 
사전적-설명적 또는 시정적

사법부
• 사법심사
• 관리감독상 과실로 인한 감독자 

책임

사후적-시정적, 절차적
사후적-시정적 및 실체적 
책임 추궁

규제대상 
산업

• 새로운 규제에 대한 협의 
• 규제 영향 분석 및 비용-편익 평가
• 규제 및 감독 관행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상 정보제공, 연례 보고서, 
금융규제기관 대표자에 의한 
기자회견 및 공개 성명

사전적 및 사후적-설명적, 
시정적
사전적 및 사후적-설명적
사안에 따라 사전적 또는 
사후적-설명적

소비자 및 
일반 대중

• 임무 발표
• 규제 및 감독 관행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상 정보제공, 연례 보고서, 
금융규제기관 대표자에 의한 
기자회견 및 공개 성명

• 소비자 교육
• 옴부즈만 조직 및 소비자 고충처리 

위원회

사전적 및 사후적-설명적
사전적 및 사후적-설명적

사후적-설명적, 시정적
사후적-설명적, 시정적

<표 5-1>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 구축 내용

일반 중을 포함한다. 각 나라마다 책임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금융규

제기관이 구축해야 하는 일반‧추상적인 구현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래 <표 5-1>은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 구축에 한 개괄적인 내용이다.361)

361) Quintyn/Taylor, Robust regulators and their political masters: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theory, in: Masciandaro/Quintyn (eds.), Designing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s, Cheltenham 2007,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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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1>의 주요내용을 적시해보면, 우선 책임성 구축의 방법은 사전적 

책임성과 사후적 책임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책임성은 규제가 

실행되기 이전에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위 표의 규제 상산업 부분에 

있는 새로운 규제에 한 협의의 경우 특정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규제기관

과 규제 상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것이 사전적 책임성에 해당

한다. 사후적 책임성은 규제가 실행된 후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규제기

관이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설명적 책

임성과 시정적 책임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설명적 책임성은 이미 행해진 규

제에 한 이유제시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예로 든 의회에 

한 연례보고서가 이에 해당한다. 시정적 책임성은 정책이나 규제법규의 결함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할 의무를 말한다. 사법심사가 표적인 시정

적 책임성에 해당한다.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성 역시 절차적 책임성과 실체적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차적 책임

성은 규제기관이 규제를 실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적 요건을 말한다. 가

령, 금융규제기관이 규제 상인 금융회사를 조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적법

절차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실체적 내지 기능적 책임성은 규제행위가 

당해 목적달성을 위해 정당화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

인적 책임성은 금융규제기관의 장과 같은 개인에게 위임된 책임의 면책을 의

미하고, 금전적 책임성은 정확한 재무제표의 공표를 말한다. 끝으로 이행책임

은 측정 가능한 목적과 기준들이 어느 정도로 충족되었는가를 의미한다.362)

362) Quintyn/Taylor, Robust regulators and their political masters: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theory, in: Masciandaro/Quintyn (eds.), Designing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s: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Cheltenham 
20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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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금융규제기관 모델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 표본이 된 102개 국가 중 70개 국가가 그 기

간 동안 금융규제 체계를 개혁했다. 금융규제 체계의 개혁이란 의미는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했거나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규제기관의 관할 영역을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그룹별로 분류하면 유럽 국가의 82퍼센트, OECD 회원국의 73

퍼센트가 금융규제 체계의 개혁을 단행했다. 현존하는 금융규제 체계는 이론적

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영역별로 규제기관을 별도로 두는 수직 구조 모델 내지 다원화 모델이다. 둘째

는 규제의 목적, 즉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의 목적에 따라 규제기관을 

둘로 나누는 수평구조 모델 내지 기능적 이원화 모델이다. 소위 ‘트윈픽스’ 

(Twin Peaks; 두 봉우리) 모델이 그것이다. 셋째는 전체 금융시스템을 하나의 

규제기관이 규제 및 감독하는 통합 모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 각국

의 금융규제기관 모델을 분류해 보면, 고전적 모델인 영역별 수직 구조 모델은 

중국, 인도, 그리스를 비롯한 36개 국가가 채택하였고, ‘트윈픽스’(Twin Peaks) 

모델은 호주와 네덜란드 2개 국가가 채택하였고, 통합규제기관 모델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등 29개 국가가 채택하였다. 위 세 가지 모델을 혼합한 형태

의 구조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35개 국가가 채택했다. 1990년  후반까

지는 은행, 보험, 증권 각 영역별 금융규제기관을 따로 두는 고전적인 모델이 

지배적인 금융규제 체계였다. 그러던 것이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이 1997년 

통합금융규제기관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통합금융규제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즉, 라트비아(1998), 일본(1998), 

에스토니아(1999), 헝가리(2000), 오스트리아(2002), 벨기에(2004), 독일(2002), 

핀란드(2009) 등이 그 예이다.363)

363) Masciandaro/Quintyn, Regulating the regulators: The changing face of financial 
supervision architectures before and after the crisis, European Company Law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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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모델을 일원화 모델인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 

소위 ‘트윈픽스’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기능적 이원화 모델, 다원화 모델로 구

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은 과거 영국의 금융규

제기관인 금융감독청(FSA)과 독일의 금융규제기관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기능적 이원화 모델은 호주의 규제기관과 현재의 영국 금

융규제기관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다원화 모델은 유럽연합의 금융규제 체계와 

미국의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I.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계기는 영국의 금융감독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이지만,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의 시초는 영

국이 아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노르웨이가 1986년 가장 먼저 통합금융규

제기관 모델을 채택했고, 덴마크는 1988년, 스웨덴은 1991년에 통합 모델을 채

택했다. 세 국가 모두 재무부 산하의 정부기구가 금융규제를 관장한다.364) 스

칸디나비아 국가의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이 유럽의 양  금융중심국인 영국과 

독일의 금융규제기관 모델이 되었고, 서로 다른 행정 및 법적 전통을 가진 영

국과 독일은 고유의 방식으로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을 구현하였다.

1. 영국의 통합금융규제기관

(1) 노동당 정부의 금융 개혁

2009 참조.
364) Kenneth Kaoma Mwenda, Legal aspects of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and the 

concept of a unified regulator, Washington D.C. 2006, pp. 74-81 참조.



- 171 -

1997년 5월에 정권을 잡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1986년 법률에 따라 운영

되던 이전의 규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 규제 시스템이 설립될 것임

을 발표하였다. 1995년 2월에 있었던 베어링스(Barings) 위기365)에 따라 중앙은

행이 은행감독과 통화정책을 둘 다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영

국 중앙은행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운영의 자치권을 부여한 후, 

은행 감독 기능은 별도의 규제기관에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영국의 통합

금융감독기구는 1997년 10월 27일에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노동당 정부가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4년 반 만인 2001년 12월 1일 새

로운 규제 체제의 주요 부분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라 발효되었다.366)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은 영국의 금융 규제에 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있다. 당해 법률은 기능의 지정, 통합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으로의 권한 이양, 

금융전문 행정심판소(FSMT), 금융옴부즈만 서비스(FOS), 금융서비스 보상기금

(FSCS) 등을 포함하여 새로이 창설된 다른 주요 지원기구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당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은 30개의 장과 433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상장, 투자제안서, 시장 남용, 옴부즈만, 거래소, 청산소, 감사인, 계

리사, 도산 등 금융과 관련된 방 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367) 금융기관

365)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영국의 표적인 은행인 Barings가 자회사인 Barings 
Futures Singapore에서 트레이더로 근무하는 Nick Leeson의 부당 거래 및 손실 은

닉으로 파산하자, 당시 은행 감독 책임을 맡고 있던 영국 중앙은행의 기능에 

한 논란이 있었고,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66) George Walker,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in: Blair/Walker/Purves (eds.), 

Financial services law. 2. ed. Oxford 2008, p. 9; 강남규, 영국의 통합금융법에 

관한 연구 - 금융행정법적 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5, 55-65면 참조.
367)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구조 및 개괄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Paul 

Kennedy,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in: Blair/Walker/Purves (eds.), 
Financial services law. 2. ed. Oxford 2008, pp.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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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는 상세한 규정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나와 있지 않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금융감독청이 공개적인 협의, 영향 분석, 재무부 감독에 따른 간소

한 채택 절차에 따라 정한 법규와 지침 중심의 체계이다. 주요 규제는 ｢금융서

비스 및 시장법｣ 하에 금융감독청이 발행한 규정집에 설명되어 있다.368)

(2) 민간회사 조직으로서의 금융감독청

금융감독청의 전신은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였고, 

증권투자위원회는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에 따라 증권 및 

투자 산업의 규제를 담당했다. 당시 증권투자위원회는 감독기관 전체를 총괄하

는 책임을 지고 있었고, 실질적인 규제 활동은 4개의 자율규제기구가 담당했

다.369) 증권투자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법적인 기능을 위임받은 

유한책임회사였다. 금융감독청 역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私법인이고, 독립적인 

비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370) 이사회 구성원 및 임직원 역시 그 기능과 관련하

여 정부의 리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371)

금융감독청의 전체 직원은 2,500 ~ 3,000명 수준이고, 규제 활동의 순비용은 

략 3억 파운드 정도이다. 이러한 조직 규모로 7,500개의 투자 회사, 660개의 

은행, 70개의 주택금융 조합, 1000개의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700개의 신용조

합, 로이드(Lloyd's of London) 등을 포함한 10,000개의 규제 상 기관의 활동

을 감독한다. 금융감독청은 재무부 및 중앙은행은 물론 공정거래청, 상무부, 중

368) George Walker, op. cit., pp. 11-14.
369) 강남규, 영국의 통합금융법에 관한 연구 - 금융행정법적 분석 및 우리나라에

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5, 56면 이하 참조.
370) George Walker, op. cit., p. 18 참조.
371)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Schedule 1 paragraph 13: 

In relation to any of its functions-
(1) the Authority is not to be regarded acting on behalf of the Crown; and
(2) its members, officers and staff are not to be regarded as Crown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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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사국 등과 공조한다. 또한 Basel 위원회, 국제 증권 규제 위원회, 국

제 보험감독 연합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제 위원회에서 영국을 표한다.372)

(3) 책임성

하나의 규제기관에 규제권한이 통합되고 집중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영국 금융감독청은 전신인 증권투자위원회와 

같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회사이고,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비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은 다양한 통제메카니즘

을 통해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가

령,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제12조373)는 재무부가 독립된 인사로 하여금 금융

규제기관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규제기관에 한 책임성 구축 방식은 주로 재무부의 감독에 근간을 두

고 있는데, 재무부의 감독과 임명, 재무부 심사, 재무부 청문 등을 포함한다. 

금융감독청 연례보고서는 출판되고, 의회에 보고되며, 연례 공개회의가 열린다. 

모든 새로운 법규와 지침에 수행되는 완전 공개심의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청은 

특별히 구성된 업계 및 소비자 패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도 역시 존재한다.374)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은 제9편에서 금융전문 행정심판소(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와 제소절차,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

다. 금융감독청의 주요 결정은 금융전문 행정심판소의 결정에 구속되며,375) 법

372) George Walker, op. cit., pp. 43-44.
373)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 2000”이라 한다) Section 

12 (1) The Treasury may appoint an independent person to conduct a review of 
the econom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ith which the Authority has used its 
resources in discharging its functions.

374) George Walker, op. cit.,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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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376) 규제기관의 활동은 

사법심사에 구속되고, 직권남용에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행정심판소에 

심사를 청하는 것은 결정 내지 감독 통지가 주어진 지 28일 이내에 하거나 재

무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별도의 기간에 따른다. 강제집행 사건

에 있어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청 측에 있다. 행정심판소의 진행 절

차와 관련하여 재무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법률구

조 제도 하에서 금융감독청은 심판소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법률 서

비스와 관련한 실제 내지 예상되는 비용을 재무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감

독청은 그 제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된 금액을 승인된 사업자에 부과

하기 위해 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

자는 당해 심판소의 결정으로부터 발생한 법적 문제에 하여 항소법원이나 

스코틀랜드 법원에 소송개시 허가를 받아 제소(appeal)할 수 있다. 금융감독청

의 결정과 활동에 한 사법심사는 일반행정법에 따라 가능하다.377)

2. 독일 통합금융감독기구 BaFin

(1) 사민당/녹색당 정부의 금융 개혁

영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베어링스(Barings) 사건과 같은 특별한 금융스캔들이 

375) FSMA 2000 Section 133
376) FSMA Section 137 (2010년 영국의 금융규제 체계개편에 따라 금융전문 행정심

판소가 이전되면서 당해 조문은 삭제되었다).
377) 영국의 2012년 ｢금융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제정을 따라 과거

의 FSMA 2000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의 불복절차 및 이의제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George Walker, op. cit., pp. 36-39; 영국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에 관한 내용은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2006, 643-667면; 
안동인, 영국법상의 공․사법 이원체계에 관한 연구 -사법심사청구제도와 관

련하여 ,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9, 38-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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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았다. 독일이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분야의 

통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었다. 은행, 보험, 증권 시장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금융상품의 유통채널에서 영역이 파괴되고, 금융재벌의 중요성이 

증 되는 경향이 독일에서도 역시 나타났다. 독일에서 금융상품 간 경계의 모

호성은 연금시스템 개혁에 의해 더욱 촉발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

지로 독일 역시 직업연금 및 사설연금으로 체되었고,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2001년 1월 25일 독

일 재무장관이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을 선언했고, 15개월 후인 2002년 5

월 1일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이 

탄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은 통합금융감독에 한 일반적인 트렌드를 따

랐다. 2002년 4월 22일에 공표된 연방금융감독청의 설립 근거법인 ｢금융감독

법｣(Finanz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 FinDAG)은 전체 7개 장, 26개 조문으

로 구성된 간략한 법률이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과 달리 독일의 ｢

금융감독법｣은 금융감독기구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등 각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378)

(2) 간접행정 조직으로서의 금융감독청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이 탄생하기 전에 은행, 보험, 증권 분야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는 각각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

ditwesen; BAKred),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

wesen; BAV), 연방증권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en Wertpapierhandel; 

BAWe)이었다. 명칭에서 보이는 세 기구의 공통점은 모두 ‘Bundesaufsichtsamt’ 

378) Martin Schüler, Germany, in: Masciandaro (ed.), Handbook of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authorities in Europe: New architectures in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markets, Cheltenham 2005, pp. 288-3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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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 단어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Bundes(연방) + 

Aufsicht(감독) + Amt(공무, 관청)’ 으로 번역된다. 이에 반해 새로운 기구인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의 첫 머리는 ‘Bundes(연

방) + Anstalt(영조물)’ 로 풀어 해석할 수 있다.379)

전통적인 독일 공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는 ‘금융 감독’이라는 국가 행정

을 Amt(공무, 관청)라는 행정 기관에서 Anstalt(영조물)이라는 행정 기관으로 

바꾼 것이다. Amt라는 이름을 가지는 표적인 행정기관 중 하나는 Finanzamt

(세무관청)이고, Anstalt라는 이름을 가지는 행정기관의 좋은 예는 공법상의 방

송국(Rundfunkanstalten)인데, 유럽의 거  방송사에 속하는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는 그 중 하나이다. 

(3) 책임성

독일 ｢금융감독법｣ 제2조에 명시된 바 로 연방금융감독기구는 연방재무부의 

적법성감독(Rechtsaufsicht)과 합목적성감독(Fachaufsicht)을 받는다. 그러나 국제

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의 평가에서 기능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적

인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380) 이는 앞서 논문 제3장에서 서술한 바 로 독일의 

금융감독기구가 조직적 독립성이 아닌 실질적 독립성 내지 기능적 독립성의 

방식을 통해 독립성을 구현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원칙적으로 재무부는 

조직 및 다른 사안의 영역에서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독 사안

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연방금융감독청의 운영위원회(Verwaltungsrat)는 연방금

379) 독일 금융감독법 FinDAG § 1 (1) 연방재무부의 소관영역 내에서 연방은행감

독청, 연방보험감독청, 연방증권감독청을 통합하여 연방 직속의 권리능력 있는 

공법상 영조물을 2002년 5월 1일 설립한다. 그것의 명칭은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연방금융감독청) 이라 한다.

38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ermany: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03/343,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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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감독청의 운영을 감독하고 그 임무의 수행을 지원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7인의 표로 구성된다. 연방재무부(위원장 및 그의 직무 행자를 포함

한 3인), 연방경제기술부(1인), 연방법무부(1인),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1

인), 연방하원(5인), 금융업계(6인). 이 밖에 독일연방은행은 의결권 없는 리

인 1인을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381) 또한 자문위원회는 연방

금융감독청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한 자문을 하고, 은행 및 보험 업

계, 소비자 보호단체, 학계, 연방중앙은행 등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382)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청 역시 그 책임성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근간에는 최상급

행정청인 연방재무부의 적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이 있다. 연방금융감독청은 

그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만 연방행정조직의 일부이고, 공행정주체로서 법

령과 정부내각의 통제에 예속된다. 그러나 예산의 측면에서 연방금융감독청은 

예산안이 내부에서 수립되고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

다.383) 연방재무부의 합목적성감독은 정보취득권한과 지시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만, 연방재무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감독사안에 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84)

II. 기능적 이원화 모델

1. 마이클 테일러의 트윈 픽스 모델

기능적 이원화 모델은 영국의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가 1995년 

381) 독일 ｢금융감독법｣(FinDAG) §7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초기에 21인이었으나 법

률의 개정을 통해 현재 17인으로 줄어들고, 그 구성 역시 약간의 변화가 있다).
382) 독일 ｢금융감독법｣(FinDAG) §8.
383) 독일 금융감독법(FINDAG) 제12조 참조.
384) Reinhard Laars,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 2. Aufl. Baden-Baden 2013, 

Rn.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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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 Peaks”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안하여 호주와 네덜란드, 최근 영국이 채택

한 금융규제기관 모델이다. 기존의 금융규제기관 모델이 전통적인 영역별 구성

방식, 즉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각 영역별로 감독기구를 별도로 두는 다원적 

모델이었던 데에 반해, 마이클 테일러 박사는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조직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5년 말 당시 영국은 통합

금융규제기관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었으나 마이클 테일러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기능적 이원화 모델의 타당성을 역설하였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보호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목적 간에는 근본적인 차

이가 존재하고, 기관투자자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시장과 소매금융 소비자에 

한 규제수단 역시 다르다. 따라서 특정한 규제가 그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전문가 시장과 소매금융 소비자에 한 규제수요의 목

적은 근본적으로 다르고,385) 이같이 서로 다른 규제 목적은 별도의 기구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와 영업행위 규제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 사이에는 그 형태와 기술 측면에서 이미 근본

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앞으로 건전성 규제는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한 내

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듯 건전성 규제와 영

업행위 규제라는 두 가지 상이한 문화를 하나의 조직에 결합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둘째, 건정성 규제라는 목표와 영업행위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는 결

국 특정한 사례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두 가지 목표를 하나의 조직에서 수

행하는 통합금융규제기관 내지 일원화 모델은 공공정책상의 중요한 사안을 자

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서로 다른 목표 

385)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는 2009
년 10월 27일 서울 학교에서 열린 ‘위기 방지형 거시금융체제의 모색’ 이라는 

세미나에서 “부자의 은행과 가난한 자의 은행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제의 변화에 한 기본적인 원칙을 피력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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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원리가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정치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져야 하고, 기능적 이원화 모델의 장점은 두 가지 목표를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여 양 기관 간에 발생하는 중요한 충돌을 정치적인 결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양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은행, 증권, 보험 영역에서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모두 수행하고, 내부자거래나 불공정거래행위

를 한 자에 한 민사적 제재까지 수행하는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은 하나의 

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규제 상인 금융산업과 유리되는 관료주의

적 ‘리바이어단’(leviathan)이 될 수 있다. 기능주의적 이원화 모델은 그러한 권

한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386)

마이클 테일러의 주장은 하나의 규제기관에는 하나의 규제목표 및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

력이 있다. 또한 결국 금융규제에 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재무부가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두 개의 독립규제기관에 해 조정자역할을 한다는 측

면에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통합금융규제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는 

논거는 금융규제에 있어 재무부의 존재와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한 면이 있다

고 본다. 덧붙여 통합금융규제기관이 금융산업과 유리되는 것보다는 너무 밀착

되는 것으로 인한 규제포획을 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호주의 기능적 이원화 모델

호주의 기능적 이원화 모델은 1996년 호주 재무부장관이 구성한 금융시스템 

심의회(Financial System Inquiry)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당해 심의회는 1980년

부터 이어진 금융규제 완화의 결과에 하여 평가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386) Michael Taylor, “Twin Peaks”: A regulatory structure for the New Century, Center 
for the study of financial innovation, 199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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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규제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최종보고서387)가 발간되었던 1997년 당시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통합규제기관 모델을 채택하였던 것과 달리 호주는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

택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의 요인으로 제시한 

두 가지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기 수명이 길어지고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

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경제에서 금융시스템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졌고, 금융소비자의 행동방식 역시 정보접근의 용이성과 기술의 

발달로 달라졌다. 둘째는, 기술혁신이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변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388)

당시 월리스 보고서는 호주에 가장 적합한 금융규제기관 모델은 건전성 규

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의 시장과 공시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 분리하는 기능적 이원화 모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호주 정

부는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하여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와 호주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호주의 금융규제 체계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 및 지급결제제도를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호주증권

투자위원회, 호주건전성감독청으로 구성되었다.

3. 영국의 변형된 기능적 이원화 모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 하는 변형된 형태의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하였다. 영국의 금융규제 체계 개편의 주된 내용은 

387) 당해 보고서는 위원장인 스탠 월리스(Stan Wallis)의 이름을 따라 ‘월리스 보고

서’라고 부른다. 
388) Australia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l Report, 1997, p. 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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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통합규제기관 모델을 기능적 이원화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경우 건전성 규제를 미시건전성 규제와 거시건전성 규제로 구분하여 거시건전

성 규제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가 담당하도

록 하고, 미시건전성 규제는 중앙은행 산하에 신설된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업행위규제는 중앙은

행과 별개로 신설된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담당하게 

되었다.389)

III. 다원화 모델

1. 미국의 금융감독기구 모델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은행, 증권, 보험, 파생상품 등 각 업종별로 세분화되

어 있고, 연방과 연방주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 가장 다원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감독의 경우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준비은행(FRB), 통화감독청

(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있고, 각 연방주 별로 은행감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한다. 증권감독의 경우 역시 연방차원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있

고, 각 연방주 별로 증권감독기구가 있다. 보험의 경우, 연방감독기구는 존재하

지 않고 각 연방주 별로 보험감독기구가 있다. 또한 선물거래 및 파생상품거래

를 규제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존재한다. 이처럼 미국의 금융규제 

389)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judgement, focus and stability, 2010;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building a stronger system, 2011;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securing stability, protecting 
consumers, 2012; Bank of England, The Bank of England,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our approach to banking supervision, May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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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원

적인 모델이다. 미국 금융시장의 막 한 규모와 역사적인 배경, 규제기관을 서

로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규제전략으로 인해 미국만의 독특한 다원

화 모델이 성립되었지만, 미국 역시 내부적으로 기능적 이원화모델로 개편하자

는 주장390)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랑크 월가개

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신설하였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연방준비은행(FRB)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CFPB)을 설치하였다.

2. EU 금융감독기구 모델

2010년 9월 22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는 유럽 차원의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인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2011

년 1월 1일부터 유럽 차원의 새로운 감독기구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

다. 이로써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의 금융감독기구들과 함께 유럽 차원의 금융

감독기구가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의 금융감독을 조율하게 되

었다. 새로운 EU 금융규제 체계의 구조는 전 프랑스 중앙은행장 쟈끄 드 라로

지에르(Jacques de Larosiѐre)를 의장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그 밑그림

이 그려졌다.391)

유럽금융감독시스템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 이전에 형성된 유럽 차원의 금융

390) US Treasury,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ystem, 2008.
391) Thomas Schmitz-Lippert, The new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in Europe, 

BaFin Quarterly Q4/10, BaFin, 2010, 1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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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람파루시 위원회’(Lamfalussy/Comitology)의 구

조에 해 언급하고자 한다. 2000년 7월 유럽 경제․재무장관 협의회(ECOFIN)

는 알렉산드르 람파루시(Alexandre Lamfalussy)가 의장을 맡고 있는 소위 ‘현자

위원회’(Wise Men Committee)에 유럽 증권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

제의 변화를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1년 2월 15일 당해 위원회는 유럽 

증권시장에 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럽 차원에서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두 개의 기구인 유럽증권규제기관위원회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CESR)와 유럽증권위원회

(European Securities Committee; ESC)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유럽증권위원회는 

자문과 규제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지침을 행사하

는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보다 유연한 규칙 제정 절차를 만드는 것

으로서, 람파루시 위원회의 핵심 목표이기도 했다.392)

유럽연합의 금융산업 규제와 관련한 규칙제정절차인 ‘람파루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증권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람파루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단계로서, 유럽연합 이사회(ECOFIN Council)와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공동결정을 내림으로써 입법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본 

지침’(framework directives)이 제정된다. 제2단계는 상세한 집행조치를 정하는 

단계로서 제1단계에서 제정된 지침을 통해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정하는 지침(directive) 내지 규정

(regulation)으로 이루어진다. 증권규제 분야의 경우 이 단계에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증권규제기관위원회(CESR)와 유럽증권위원회(ESC)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다. 유럽증권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구 및 기타

의 요소를 감안하여 정하여진 투표수에 의거하여 가중다수결(qualified 

392) Hal S. Scott, 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s, policy, and regulation. 16. ed. 
New York 2009,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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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ty)로 정해진다. 제3단계는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제정된 법규가 제

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증권규제기관위원회(CESR)의 회원 상호간의 협

력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증권규제기관위원회는 안내서(guidance)와 비구속

적인 표준안(standard)을 제정할 수 있다. 제4단계는 유럽연합 입법의 집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유럽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절차

를 통해 유럽연합 입법의 준수를 효과적으로 강제하는 과정이다.393) 아래는 위

와 같은 ‘람파루시 프로세스’ 구조를 설명하는 도해이다.394)

<그림 5-1> 람파루시 프로세스

393) Jane Welch/Peter Parker, European financial services, in: Walker/Purves/Blair, 
Financial services law. 3. ed. Oxford 2014, para. 3.34.

394) Hal S. Scott, op. cit.,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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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유럽에서는 EU 단일시장에 걸

맞는 보다 발전된 금융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자 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바

로 2011년부터 도입된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이다.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의 법

제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 이사회(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의견 불일치였다. 유럽의회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유럽 차원의 

중앙 감독 기구를 만들고자 했고, 이사회는 직접 감독 권한을 유럽 차원으로 이

양하는 것을 주저했다.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395)

<그림 5-2>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한 축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395) Thomas Schmitz-Lippert, op. cit.,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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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ESRB)이고, 다른 한 축은 미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감독

기구와 회원국 감독 기구의 네트워크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은행, 보험, 증권 

영역의 미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는 각각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IOPA), 유럽증권및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이고, 세 기구의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존재한다. 세 기구는 종전의 Level 3 위원회의 법적 계승자이며 

각자의 법인격을 갖는다.396)

제4절  우리나라 금융규제기관에 한 시사점

금융행정 체계의 중추를 이루는 행정조직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이다. 

주요 국가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는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과 구별되

는 독립규제기관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여러 나라의 경험적 근거에 의한다. 

또한 우리 중앙은행 내부의 금융통화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조직이

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금융규제기관은 구체화 기능과 복잡한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가령, 국가경제에 중 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다양한 규칙제정 및 처분은 독임제 기관보다는 여

러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조직인 만큼 절차와 통제 메카니즘을 통한 책임성의 구

현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우리나라 금융규제기관에 주는 시

사점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396) Thomas Schmitz-Lippert,, op. cit., 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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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

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 해석상 입법자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해당 관할 사무에 한 최상급행

정청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명령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해석론을 견지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법｣ 제11조에 의한 통령의 중앙행정기관에 한 지휘, 감독 및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한 중지 및 취소권은 부, 처, 청 형태의 전통적인 독임제 중앙행정기

관에 해서만 적용되며,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에 해서는 그와 동일하

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97)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입법자의 결단과 명령 및 해석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금융규제기관에 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에 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임무로 인해 감

독기관의 초점이 흐려지며,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한 절차가 문제된다

고 평가하고 있다.398) 우리나라 금융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국제기구의 

평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히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

어 온 문제이다.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는 단지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평

가하는 문제가 아닌 행정현실 및 정치환경을 고려하고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

일 것이다. 금융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맞물려 합의제 행정조직인 금융위

397) 금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인 이상 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있다

고 봐야 한다는 견해는 이성엽, “우리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행정법학  제6호, 2014, 49-52면 참조. 
39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public of Kore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14/126, Washington D.C.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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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강력한 영향력과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국 관

료조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독임제 조직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당시 예산, 회계, 의사관리 등 비감독행정업무

를 담당하는 사무국 조직은 정원 19명의 행정보조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그렇

게 출발한 사무국 조직은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통령령 등의 

개정을 통해 2002년 2월까지 정원 70명의 조직으로 확 되었다.399) 2014년 현

재 금융위원회 사무국 조직은 200명이 넘는 규모이다. 9인의 금융위원회(및 5

인의 증권선물위원회)․사무국․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은행, 

보험, 증권, 기타 영역의 금융규제 임무를 수행한다.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이 어떤 형태와 운영방식

을 갖는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규제 법규를 제정하고, 금융감독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의 임무가 9인의 행정위

원회 조직인 금융위원회 및 5인의 증권선물위원회, 관료조직인 사무국, 무자본 

특수법인의 법인격을 갖는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한 법적 성

격과 책임을 설명하는 것은 현재의 금융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

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법적 성격과 책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처분과 행정소송’ 중심인 재판규범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

니라, 행정의 행위규범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규범으로서 법적 

성격과 책임의 문제는 국가의 금융 규제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거버넌스가 정해지는 사안이다. 미국 금융규제의 실패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

론되는 부분 역시 조직법적 사안인 ‘누가 그 부분의 금융규제를 담당하는가?’ 

이다. 미국의 경우 여러 개의 금융감독 당국을 서로 경쟁시키는 규제 시스템인

데, 이 점이 규제의 공백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규제 기

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문제는 금융규제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정리되어야 

399) 김홍범, 한국 금융감독 개편론 , 서울 학교 출판부, 2006, pp. 34-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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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이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금융위원회는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당

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권고로 형성되어 현재와 같

은 조직형태로 변형되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국제통화기금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미국식의 조직적 독립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조직이 운영되었다. 그러한 조직적 독립성의 구현방식이 우리

나라의 행정현실에서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방식의 독

립성 구현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독립성 

구현방식인 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능적 독립성을 구현하는 독

일의 방식은 정부내각의 구성원인 재무부장관이 정치적 책임과 금융규제 임무

에 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하부행정청이 규제임무의 집행을 담

당하되 합의제로 구성되는 심결부 조직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임무를 수행하

도록 한다. 재무부장관은 규범적으로 감독권한을 가지고 지시명령권을 갖고 있

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행사할 경우 이를 관보 및 연례보고서

에 공시함으로써 공개에 의한 통제메카니즘을 구현한다.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을 강조하는 바탕에서 구축된 독일의 기능적 독립성 방식은 우리나라가 금융

규제기관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구현하고 합의제 행정조직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 고려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II. 금융규제 체계 개편론에 관하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

에서 금융규제 체계가 개편되었고, 그에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현재의 금융규제 체계를 도입한 이후 저축은행 비리 및 부실, 신

용카드 회사 부실 등의 규제실패를 겪었고, 금융규제 체계의 개편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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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금융규제 체계의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주로 경제 및 경영 분야의 전

문가이지만, 개혁의의 실현은 결국 법규와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및 행정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맥락에서 금융규제 및 금융규제 체계 개편론은 행

정법학의 중요한 소재이다. 이는 20세기 후반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행정법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행정법학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은 것에도 비견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의 임무수행과 목표의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행정의 효과성과 

달리 행정의 효율성은 행정법학이 아닌 경제학 및 경영학이나 행정학의 주된 

논의의 상이었다. 그러나 현  행정의 임무는 지속적으로 확 되는 반면 행

정의 자원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 역시 행정법학의 논의의 상

으로 편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은 빼놓을 수 없는 고려요소이다.

금융규제기관과 중앙은행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라는 

독립행정청은 ‘물가안정’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쾌한 임무를 국가로부터 부

여받은 반면에, 금융규제기관은 추상적인 여러 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40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

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규제기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체

계를 바꾼 것이 영국과 호주 등이 받아들인 기능적 이원화 모델이다. 기능적 

이원화 모델의 핵심 내용은 소비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 규제

400) ｢한국은행법｣ 제1조 2항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

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는 추가적인 목적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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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정성 규제기능을 분리된 

별도의 규제기관에 맡긴다는 것이다.401) 현실의 금융행정조직에서 그러한 모델

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

겠지만, 최소한 독립규제기관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특정한 독립규제

기관에 비교적 단순하고 명쾌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고려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현  금융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금융시장의 최종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제주체

는 가계부문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전세계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금융규

제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규제체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규제 목표 및 규제 

임무는 별도의 조직에 두는 것, 즉 하나의 규제기관에는 하나의 규제임무를 부

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분리하여 별도의 규제기관으로 구성하는 기능적 이원화모델이 타당하다고 본

다.

기능적 이원화모델을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맞게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행정조직법상의 주된 논점은 앞서 살펴본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독립성, 

합의제, 책임성과 통제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인 차원의 금융규제기관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요즘 그 의의가 더욱 크

다고 할 것이다.

III. 보충적 통제메카니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전통적인 계서제 행정조직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을 

401)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the blueprint for reform,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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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는 신 그것을 보충하는 절차와 통제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현행 금융규제 체계 하에서든, 새로이 형성되는 금융규

제 체계 하에서든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이 설립되면 절차와 통제메카니즘은 민

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과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임을 명시하

고 있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조직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 및 통제메

카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제4장에서 논의한 절차와 통제메카니즘은 이미 

상당부분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행정 현실은 ‘관치금융’ 논란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금융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엄격히 분리하여 금융감독기능의 독립

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한 주장의 골자는 금융정

책기능은 내각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공적민간기구’에 맡겨야 한다

는 것이다.402)

금융규제기관을 정부기구로 조직해야 하는지 혹은 민간기구로 조직해야 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금융규제기관은 엄연히 권력적 행정기능 내지 고권적 행

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주체이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국가의 간접행정조직이

든, 영국과 같은 민간 회사 조직이든지에 상관없이 절차적 통제와 외적 통제

를 통해 책임성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금융규제기관

의 독립성은 오히려 잘 짜여진 절차와 통제메카니즘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의 효과적인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규제기관이 민간기구

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것은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수 있고, 민간기구임에도 국가의 권

력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조직은 업계 포획의 문제에 더욱 취약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더 나은 금융규제 시스템의 출발점은 법규상에만 존재하는 허울 

402) 이종한 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2.12, 5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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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인 통제메카니즘이 아닌 우리의 행정현실에서 제 로 작동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메카니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미국이

나 영국과 같은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아닌 국가중심의 금융시스템임을 

감안할 때 관치금융과 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보충적인 통제메

카니즘으로 행정심판과 금융옴부즈만을 들 수 있다. 영국이 성공적으로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는 금융전문 행정심판소와 금융옴부즈만 같은 보충적인 통제메

카니즘이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서도 제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

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책임성,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방편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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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19세기 미국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

산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독일의 행정조직법적 시각으로 고찰하고, 특히 금

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역사적 맥락에서 약 100여년에 걸친 합의제 독립규제

기관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고, 미국식의 규제시스템 및 합의제 독립규제기관

이 확산되는 과정을 독일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법을 고찰

함에 있어 법도그마틱과 실무,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

야 비로소 그것의 실질적인 의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규제개혁 및 규제조직 개편 논의는 규제법과 규제기관에 

한 충분한 역사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헛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19세기 미국이 고안해 낸 산물이다. 이는 체계적인 

제도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반

응 내지 역사적인 우연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최초의 거 산업인 철도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지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영향에 한 반응 내지 해결

책으로 미국은 법령을 통한 규제방식과 규제행정청을 선택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유화를 선택했다. 이러한 선택은 이후 약 100여년 동안 

경제규제의 개별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발전양상을 보이는 출발점이 되

었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 역시 20세기 후반 민영화, 세계화 등 

다양한 이유에서 미국식의 규제시스템과 독립규제기관을 도입하게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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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세기 후반 유럽 역시 케인지안식의 복지국가에서 규제국가로 전환되

었다고 보기도 한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비롯한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원리와 관련하여 미

국에서는 권력분립에 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에 반해 독일

에서는 모든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구성원리인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된다.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라는 

규정에서 도출되는 국가기관 및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의 일부인 행정을 통해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과 구체적인 행정작용 사이의 ‘귀속관계’에 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

인 국민과 민주적 정당성의 객체인 모든 공무활동 사이에 단절되지 않는 정당

성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민

주적 정당성의 실현방식으로 ‘조직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정당성’

을 제시했고, 2002년 결정에서는 기능적 자치행정의 경우 ‘조직적․인적 정당

성’ 요건을 완화하며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으로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

보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능적 자치행정의 경우에도 인적 정당성

을 갖춘 공직자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일원주의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이 오직 국민

과 의회의 표를 통해서만 매개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의 계서제 구조를 

장관의 일반적인 지시권한과 함께 민주주의 헌법국가의 유일한 행정구조로 파

악한다. 이에 반해 다원주의 이론은 현 행정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구조는 더 

이상 일원주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가정하고, 다양한 독립적인 

정당성 주체와 방식을 인정한다.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의회와 행정 사이의 

연결점은 정부내각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의 보충적 구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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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임무유형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영미법계의 국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

나, 륙법계 국가 역시 현  행정에서는 계서제 행정조직의 전체 구조 속에서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행정조직이 등장하고, 행정의 분권화 경향이 두

드러졌다. 20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 및 주요국가의 행정영

역에 지 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

ment)의 핵심내용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내각부처의 행정조직은 정책과 법

령을 생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그 외 일상적인 법집행은 내각부처 

외부의 하부행정조직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법체계와 상관없이 19세기 관료

제의 확립에 비견할 만한 행정부문에서의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

다. 특히 경제규제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니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통령과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계서제 행정조직과 완전히 분

리된 독립규제기관이 규제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 규범적으로 장관

의 지시권한을 인정하되, 그 권한을 장관이 사실상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능

적으로 독립된 조직이 규제 임무를 수행한다. 장관이 규범상의 지시권한을 행

사할 경우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연례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그것을 공개함으

로써 사실적인 독립성을 획득한다. 독일의 기능적 독립성이 미국의 조직적 독

립성과 구분되는 제도적 현상의 이면에는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행정

조직의 근본적인 구성 및 운영 원리가 자리하고 있다. 

독립성과 함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다른 하나의 중요 개념요소인 합의제

는 세 가지의 본질적인 특징을 지닌다.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의

결권한을 지니며,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취하는 합의제 행정조직은 상급기

관의 구속적인 지시로부터 일정정도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독립성과 맞닿아 있

다. 합의제 조직이 행정 내부에 구성되면 장관의 지시권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생겨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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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정당성에 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에 

한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절차와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완화된 민주적 정

당성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결국 책임성의 문제

로 귀결된다.

행정의 책임성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함께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구성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이 행정법 질서를 준수하고 행정에 

부여된 임무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제 독립규제

기관에 한 통제는 자기통제로 볼 수 있는 절차적 통제와 타자에 의한 통제

로 볼 수 있는 외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절

차적 통제는 절차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외

적으로 내부의 절차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계서제 행정조직과 달리 엄격한 절

차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조직에 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절차규범이 

자기통제 메카니즘의 기저를 이룬다면, 가장 근본적인 외적 통제는 행정내부

의 통제, 즉 행정감독이다. 행정감독이 규범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감독

수단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법률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수

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석론적으로는 독립성을 침해하

는 정도가 가장 낮은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정통제와 함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주요한 외적 통제로 공개에 

의한 통제와 사법통제를 들 수 있다. 공개에 의한 통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

의 의결과정이 일반 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충분히 알려지도록 함으로

써 일반 중이 그 임무수행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민주적 정

당성과 관련이 있고,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공개가 중요한 의민주제 체제 하

에서 중요한 통제 메카니즘이다. 사법통제는 기본적으로 조직법 및 절차법 규

정을 중심으로 형식적 흠결에 한 통제는 강화되고, 실체법적인 심사강도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한 심사강도는 결국 판

단여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다원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판단여지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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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판단여지를 향유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아닌 특정한 임무 유형 내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판단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구속과 함께 책

임성 및 통제메카니즘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

은 이와 같은 ‘제도화된 총체적 통제’ 방식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양  축은 중앙은행과 금융규제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독립성이 인정되

었고, 독일과 같은 나라는 헌법규정을 통해 그 독립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도 한다. 이에 반해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에 비해서 논란이 있는 

편인데, 이는 양 기관의 임무의 성격과 유형이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 통화 안

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양 기관은 책임성의 구축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국민경제의 3  주체중 하나인 가계부문에 더

욱 크게 노출됨에 따라 가계부문, 즉 일반시민은 금융시장의 ‘최종 충격흡수자’

가 되었다. 일반 중이 금융시스템의 ‘최종 충격흡수자’가 되는 ‘리스크의 私

化’ 상황에서는 시민이 국가권력의 일부인 금융규제기관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단순한 

관념적인 이론이 아닌, 금융행정 영역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간

과할 수 없는 근본원리이자 헌법상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금융규제기관은 책임성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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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입법자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적

으로 선언한 관할 사무에 한 최상급행정청이지만,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11조에 의한 통령의 

중앙행정기관에 한 지휘, 감독 및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한 중지 및 취소권

은 부, 처, 청 형태의 전통적인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에 해서만 적용되고, 합

의제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에 해서는 그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보고서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치적 독립성과 맞물려 합의제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강력한 영향력과 사무국 관료조직으로 인해 독임제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

계은행(World Bank)의 권고로 형성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형된 우리의 금

융규제 체계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국제통화기금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미

국식의 조직적 독립성을 구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조직이 

운영되었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현실에서 

그러한 조직적 독립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독립성 구현방식이 본래의 취

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방식의 독립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바탕에서 구축된 독일의 기능

적 독립성 방식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정

부내각의 구성원인 장관이 정확한 정치적 책임과 금융규제임무에 한 최종적

인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하부행정청이 규제의 집행을 담당하되 합의제로 구

성되는 심결부 조직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장관은 규범적으

로 지시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행사할 경우 그것

을 공개함으로써 공개에 의한 통제메카니즘을 작동시킨다. 그러한 독일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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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리의 행정현실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가권력에 하여 국민은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원리는 단순한 이론적 논변 내지 규범적 아이디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이유에서 금융규제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원리이다. 현  금융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금융시장의 최종리스크를 부

담하는 경제주체는 가계부문이다. 일반 국민이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혹은 전

체 금융시스템의 ‘최종적인 충격 흡수자’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주요 부

문 중 하나인 금융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은 규제행정조직의 구성원리로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차원의 금융규제

기관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요즘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한 과거의 일원주의적 관점보

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이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은 기존의 계서제 행정조직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을 완

화하는 신 그것을 보충하는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

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권력적 행정기능 내지 고권적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금

융규제기관은 조직의 형식이나 규제체계 모델에 상관없이 절차적 통제와 외

적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오히

려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잘 짜여진 절차와 통제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그 효과적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

율적인 금융규제 체계의 출발점은 법규상에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통제 메카니

즘이 아닌 우리의 행정현실에서 제 로 작동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 메카니

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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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mocratic Legitimacy of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focused on Financial Regulatory Body

Sur, Seung Whan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ion of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not a product of systematic reasonings but of the so-called 

American pragmat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because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had not yet been well developed, regulations were implemented by 

legislative bodies and judicial author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of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a unique 

creation of the U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leading 

America to become a regulatory or administrative state by the twentieth 

century. Unlike the United States, it was by the late twentieth century when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introduced the American style statutory 

regulation to their traditional regulatory regime: regulation through 

nationalization and industry self-regulation. Naturally, by then a century-old 

American regulatory systems and agencies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regulatory regimes of those countries as well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If we evaluate that the bureaucracy of Max Weber was the remark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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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end of 19th century, 

New Public Management was the new splendid phenomenon in the late 20th 

century. One of the major ideas of New Public Management is that 

cabinet-level executive departments focus on the function of creating rules and 

policies while sub-level agencies take the role of ordinary executions.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conomic regulation like finance, energy, 

telecommunication and other public utilities separate organizations which enjoy 

some degree of independence perform the tasks. Whereas independent agencies 

of United States are totally separated from hierarchical executive departments, 

‘selbständige behörde’(independent agency) of Germany are not free from the 

i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ministers. That difference originates from the 

principle of democratic legitimacy of government.

There are two perspectives on democratic legitimacy of government: monistic 

theory and pluralistic theory. The monistic theory views that general people or 

nationals is the sole subject of legitimacy and it legitimates the unitary 

executive branch through the medium of parliament. The pluralistic theory sees 

that not only general people but also members of various communities can 

legitimate the fragmented moder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pluralistic view,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s legitimated through 

procedure and control mechanism.

From normative and realistic point of view, I think that we might consider 

the independence of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as the way of functional independence of Germany apart from the approach of  

organizational independence of United States. In the manner of functional 

independence, the minister of executive department takes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contains the normative right of binding instru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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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Then inside the regulatory body functionally independent collegial 

organization might adjudicate with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ty like 

judiciary body. And I think so called ‘Twin Peaks’ model, which separate the 

function of prudential regulation and behavioral regulation,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new financial regulatory regime of South Korea. Thus it 

would be advisable that under the normative accountability of finance minister 

two separate authorities of prudential regulatory body and behavioral regulatory 

body should be established. Although there would be criticism that German 

way of functional independence is not suitable for the reality of Korean 

administration, it seems for us to provide the right institutional strategy.

Key words: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democratic legitimacy, 

independence, accountability, finan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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