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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오늘날 사회적 복지국가 그리고 행정국가의 심화 속에서 행정부가 의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 행정입법은

양적으로 법률보다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생

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에 규율

되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상당한 남용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도 미비하여 국민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장기간의 독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정부의 편의적이고

권위적인 행정관행이 여전하고, 특히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집권여당과의

결합 등으로 정부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는 수권조항을 정

부제출법률안에 정하고 이를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임의대로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위임의 목적 내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는

수권법률이 골격화됨으로써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까지도 행정입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그리고 위임의 범위∙형식을 벗어나거나 심지어 위임의 근

거도 없이 행정입법이 제정되기도 하는 등 실제로 행정입법이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소위 ‘의회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국가

의 위기’의 한 단면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의 남용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의 본질



적 결정을 스스로 하고 행정부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위임하여야 하는 등의 헌법상 책무를 방임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그

동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해온 사법적 통제가 기본

적으로 통제에 소극적인데다, 행정입법의 한계로서의 헌법 제75조 등에 기

한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측가능성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성요구의 정도와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는 등의 이유로 통제

로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권익 침해 우려가 높은 행정입법의 점증과 강력한 정부 입법

권 그리고 국회 및 사법통제의 한계 등 상황 속에서 행정입법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공동체 목적 실현 등을 위해 작

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의 한계를 여하히 설정하고 그 통제

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같은 인식 하에 행정입법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의회통제수

단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괄목할 만한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행정입법에 대한 최적의 통제수단이라고 생각하

는 의회의 직접적 통제제도의 미비는 안타까운 일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제정에 있어 광

범위한 위임으로 야기되는 행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남용가능성에 대한 통

제라는 의미와 함께,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의 공무원에 의해 비공개적∙불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생성되는 행정입법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

적 절차에 기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 규범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의미, 또한 사전적∙직접적 통제로서 적정성



심사까지도 가능한 의회직접통제를 통해 사후적∙간접적 통제인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의의, 권력분립원칙에 기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의회주의의 위기 극복 등의 면에서, 그리고 수권법률

의 명확성요구의 완화라는 실체적인 규제부족을 보상 내지 보완하는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

의 법제적 강화 내지 보완을 위해 우리의 법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행정입법통제 중에서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등 의회의 직접

적 통제(의회관여)에 관한 논의를 중점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일의 의회직접통제제도를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범위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 도입방안을 개별적 의회직접통제와 일반적 의

회직접통제 그리고 헌법 개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

회의 직접적∙일반적 통제라 할 수 있는 국회법 제98조의2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도 살펴본다.

결국 본 논문은 독일의 의회직접통제제도의 분석을 통해 우리 국회의 행

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위한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찾음으로써 우리

의 미약한 의회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 행정입법, 행정입법의 남용, 행정입법의 통제, 의회통제(의회관여),

의회직접통제, 독일 의회직접통제,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학번 : 9027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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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目的

오늘날 정부는 다방면의 다양한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야 하고 이로 인해 행정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기술∙전문화 되고 있다.

이같이 경향은 최근 국내외적인 정세불안, 경제위기의 일상화, 사회적 분

배 등 복지수요 급증 등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복잡다기한 사회변화에 따라 기술∙전문적으로 빠르게 규

율하여야 하는 입법의 필요성 또한 더욱 더 커지고 있지만 의회는 기술

∙전문적 능력 및 시간적 대응능력 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회의 고유한 입법권과 별개로 의회입법권

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입법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 또한 국회입

법의 원칙(헌법 제40조)을 선언하면서도 위임입법1)(헌법 제75조, 제95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그 필요성에 따라 양적으로 법률보다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내용

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에 규율되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2).

1) 본 논문에서는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이 일반적으로 동일시되거나 혼용된다는 견해(박윤흔∙정형

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197면; 홍정선, 『행정법원리:독일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208면 참조; 김춘환,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에 의한 통제”,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2006, 53면; 이장희,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5면)

에 따라 문맥상 위임입법이 적절한 경우에도 가급적 행정입법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기로 한다. 

2) 행정입법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은 오히

려 법률을 능가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4,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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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입법이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함께 행정

입법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등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장기간의 독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권위주의적 행정 등이 여전한데다 대통령제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과 행정입법권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많은 부분을 자의적으로 규

율할 수 있게 됨으로써3) 행정입법은 상당한 정도의 남용현상을 보이고

있다4). 이는 학자들이 말하는 ‘의회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국

가의 위기’의 한 단면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5).

이러한 행정입법의 남용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의 본

질적 결정을 스스로 하고 행정부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는 등의 헌법상 책무를 방임한 결과이기도 하다6).

그러나 국회는 스스로 결정할 사항조차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위임을 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 정부와 집권여당과의 강한 결속으로 인해 정부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는 수권조

항을 정부제출법률안에 정하고 이를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임의

대로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4) 가령 기본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이해관계의 세심한 조정이 필수적인 영역 등을 규율

할 때에는 국회의 법률로 정하여야 함에도 행정입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재황, 

“행정입법위임과 행정입법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통제-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공법학

의 과제(청담 최송화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255면 이하; 국회법제실, 『행정입

법 분석∙평가 이론과 실무』, 2010. 4, 447면 이하 등 참조.

5) 김병화,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56-57면; 김용섭, “행정입

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2호, 2004, 16면; 장태주, “행정입법

에 대한 의회의 관여-독일의 법규명령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6집,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9, 322면 등 참조.

6) 법원이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행정입법 남용의 원인(遠因)

이라 할 수 있다. 안동인,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행정법연구 제24호, 2009. 8, 299면; 이장

희, 앞의 논문, 4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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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권익 침해 우려가 높은 행정입법의 점증과 강력한 정부 입

법권 그리고 국회의 한계 등 상황 속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강한 통제7)

는 절실하다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같은 인식 하에 행정

입법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의회통제수단의 도입 등을 주

장하고 있으나8) 아직 괄목할 만한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그 주체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의회통

제는 지난 1997년 국회법 제98조의2 상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

의 걸음마 단계이다9). 행정부 자체의 자율통제는 내부적 통제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사법부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자 사후통제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통제실정은 행정입법에 대한 강한 통제의 요청

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행정입법에

대한 최적의 통제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의회직접통제제도의 미비는 안타

까운 일이다10).

7) 통제란 목표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업무실적이 일치되도록 보장하고, 계획과 실

적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

통제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법성∙합목적성∙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

구 제29호, 2011, 107면.

8)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139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8판』, 박영사, 

2010, 221면;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04, 513면; 장태주, 『행정법개론 제8판』, 법

문사, 2010, 328면; 정남철, “독일의 행정입법-행정부 통제기준, 사법부 통제기준 및 의회통제

기준을 중심으로-”, 행정입법통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유럽헌법학회 공동주최, 2009, 

163면; 김대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연구-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0, 249면; 김민호, “행정작용의 비교법적 고찰-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7집 제1-1호, 2008. 10, 294면; 최정일, “독일과 미국에서의 의회에 의한 위

임입법의 직접적 통제에 관한 연구-동의권유보와 입법적 거부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1

호, 2008, 60면; 김용섭,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7-18면 등 참조.

9) 후술하는 제4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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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의

법제적 강화 내지 보완을 위해 기본적으로 독일의 행정입법통제 중에서

의회의 직접적 통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의회직접통제 관련 법제

도, 판례, 학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위한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로

서 그 법제도의 운영 경험과 공과(功過) 그리고 법이론 등이 우리 법제

에 그동안 크나큰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11).

특히 이 논문은 독일의회의 행정입법통제 중에서도 동의권유보, 변경

권유보 등 직접적 통제수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독일은 의회통제를

의회의 관여 내지 협력12)이라고 한다. 독일기본법상 연방참사원의 동의

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연방의회의 동의권유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1869년 북독일연맹선거법 제15조 제2항 등 이후로 국가실

무는 개별법률에서 동의권유보를 널리 행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학자들

은 이를 법리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3). 연방헌법재판소도

1958년 판결을 통해 동의권유보를 허용했다14). 다만 변경권유보의 경우

10) 오∙남용이 문제되는 행정입법의 규범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에 있다고 

본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의회통제이다.

11) 독일은 우리와 동일하게 헌법에 의회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등에 관한 명문의 규

정을 함께 두고 있다.

12) 독일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화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그러나 정부형태의 차이로 인해,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야기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다 우리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독일제도를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김대현, 앞의 논문, 204면 참조.

13) Ossenbühl, Arten der Rechtsquellen, in: Erichsen/Ehler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2002,  Rdnr. 28; Brenner, Art. 80, in: von 
Mangoldt/Klein/Starck, Kommentar zum Grundgesetz, 6. Aufl., Bd. 2, 2010, Rdnr. 103.

14) BVerfGE 8, 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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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허용여부가 심하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위헌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처럼 관여의 유형에 따라 그 논란이 다채롭긴 하지만 기본법상 수권법

률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대한 의회의 관여는 허

용된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15).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지향점은 독일의회의 직접통제에 대해 그 제도

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약한 의회통제제도를 적극

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함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동의권유보, 변경권유

보 등과 같은 의회직접통제제도를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 가

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범위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 도입방안을 개별적 의회직접통제와 일반적 의회직접통제 그리고

헌법 개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회의 직접적∙일반

적 통제라 할 수 있는 국회법 제98조의2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도 살펴본다.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Ⅰ. 硏究의 範圍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맞춰

주된 고찰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16).

15) Maunz, Art. 80, in: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8. Aufl., Bd. Ⅳ, 2001, 

Rdnr. 60; Kisker, Gutachten für die Kommission Schulrecht des Deutschen 

Juristentages, in: Kisker/Scholz/Bismark/Avenarius, Schule im Rechtsstaat, Bd. Ⅱ, 1980, 

S. 26ff.; von  Danwitz, Die Gestaltungsfreiheit des Verordnungsgebers, 1989, S. 112ff.

16) 행정입법의 오∙남용은 이를 제정하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이외에도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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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입법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규칙 중 법규성을 지니는 경우는 논의의 대상

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광의의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조례 또는 규칙은 제외한다. 또한 대통령

령, 총리령, 부령 등 법률종속명령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비상명령이나

법률대위명령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의한 통제 중 입법적 통제인 의회통제 그

중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에 주력하고 비교법적으로 독일

의 경우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회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

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의회가 아닌 기타 주체들에 의한 통제, 미

국과 영국 등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등은 필요한 범위에 한해 살

펴본다.

이 논문의 세부적인 연구범위를 기술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논의전개를 위해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의

일반론을 고찰한다. 행정입법의 의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 한계 등을 살

펴보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방법 등을 정리

한다.

제3장에서는 독일의 행정입법의 의의, 성립, 한계 등을 우선 살펴보고,

독일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의 법적 성질과 유형 등을 정리하

고, 허용여부와 범위를 상세히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의회직접통제라 할 수 있는 국회법 제98조의

사항의 위임, 포괄적 위임 등 수권법률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질

적 사항에 대한 위임 금지, 포괄위임 금지 등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제2장 제1절 Ⅲ., 제3장 제

1절 Ⅲ.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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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상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살펴보고, 행정입법에 대한 새로운 의회직접통제의 도입가능성 즉 우리

헌법상 허용여부를 점검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동의권유보

등 개별적 의회직접통제와 일반적 의회직접통제 그리고 헌법 개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2장부터 제4장까지 분석하고 이론 구성한 부분을 정리한다.

Ⅱ. 硏究의 方法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조사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각종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연구논문, 국회 및 정부자

료, 판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의도는 독일 법제 하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의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의 현재 법제적 환경 하에

서 그와 같은 통제제도 내지 법리들을 여하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

는 점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국내외의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는 문헌연구인 동시에 비교

법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판례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 있어서는 외국 판례의 경우

17) 의회의 직접적 통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대현 박사는, 국회법 제98조의2는 미국의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상의 행정입법심사제와 달리 사전제출이 아니고 대기

기간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로서 엄격하고 좁은 의미의 

직접통제는 아니다 라고 한다. 김대현, 앞의 논문, 259면; 국회가 검토 후 통보한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 통제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정재룡,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2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6, 199면;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행정입법 그 자체를 직접적 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직접통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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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개·분석되고 경우에 따라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진 것들을 위주로

하되 필요하고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밖의 판례를 검색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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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行政立法에대한議會直接統制에관한一般的考察

이하 제1절에서 행정입법의 의의 및 본질, 필요성과 문제점, 그 한계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제2절에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그 방법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第1節 行政立法

Ⅰ. 行政立法의 意義 및 本質

1. 行政立法의 意義

행정입법이란18) 행정주체가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

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시 법규

명령과 비법규명령으로 나누고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이 포함된다고 보는 강학상의 개념이다19).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비법

규명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20)

등 행정입법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다21).

이 논문이 행정입법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입법 중 국민의 권리

18) 위임입법과 마찬가지로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김병화, 앞의 논문, 7-8면.

19)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197-200면 참조.

20)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171-172면.

21) 김병화, 앞의 논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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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이 논문에서의 행정입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자면 ‘본래적 입법기관

인 의회가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수권)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

련되는 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뜻한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입법과 함께 거론되는 개념으로 ‘위임입법’이 있다. 위임입법

이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에 의한 위임에 근거한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위임입법에

해당한다22). 그 중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한 행

정부의 입법을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이라 부르는데 이는 행정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3). 따라서 양자는 동일시되거나 혼용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24).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권

리와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 의한 입법, 즉 법률의

형식에 의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75조 및 제9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

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 및 행정각

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각각 행정입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명시적으로

하위의 행정입법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입법이 인

22) 수권근거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도 수권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입법권

과 함께 위임입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김병화, 앞의 논문, 8면.

23) 이정길,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한 고찰”,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10면.

24) 전술한 각주 1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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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25).

2. 行政立法의 本質

행정입법의 한계 내지 통제를 논의함에 있어, 행정입법의 본질을 파악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헌법적 정당성 내지 허용성 등의 여부와 정도의 판단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26). 대별하여 입법작용설, 행정작용설, 양 성질이 중

첩되어 있다는 설 등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성질은 입법이라는 견해27)와

법률의 집행작용으로서 행정작용이라는 견해28)가 있고 김대현 박사는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

라 입법에 가까운 것이 있고 행정고유영역에 가까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29). 한편 독일에서는 행정입법권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데 의회로부터 일정영역에 대한 입법권한의 양도에 근거한 행정청의 권

한행사는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이라는 견해가 있

으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견해는 행정입법은 입법부의 의한 입법의 수

권으로서 비록 그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행사된다고 하여도 그 본질은

25) 법무부,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 법제자료, 제171집, 1993, 19면.

26)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 관련한 논의에서도 행정입법의 본질에 대한 입장의 차이 

등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

25호, 2009, 21-23면 참조.

2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009면.

28) 행정입법(행정상입법)은 행정행위, 행정계획 등과 함께 일반행정작용법으로 분류되어 교과서

에서 기술되고 있다.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4, 133면 이하; 박균성, 『행정법론(

상)』, 박영사, 2010, 169면 이하 등 참조.

29) 김대현, 앞의 논문, 208,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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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작용에 속한다고 한다30).

독일의 입법작용설에 의하면 의회의 입법권위임으로 의회의 입법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관여 내지 통제가 가능하다. 중첩설에

의하면 행정입법이 입법의 핵심영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국회

와 입법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입법의 본질적 표지인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의회통제의 필요성은 커진다고 본다. 가령 입법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국가중요결정사항이나 국민적 관심과 갈등을 유발하

는 사항의 경우 의회관여의 정당성이 커지는 것이고 반대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행정권의 주변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의 고

유한 집행기능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나친 주장이라

고 하여야 한다31). 반대로 중첩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의 핵심영역에

가까운 사항을 정한 행정입법의 경우나 행정작용설 입장을 취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의회통제가 행정부의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회와 행정기관이 각

기 권력분립원칙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行政立法의 必要性과 問題點

1. 行政立法의 必要性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입법권이양금지의 원칙32)에 의하면 행정입법은

30) 최봉석, “행정입법의 규율적 특성과 규범통제-행정소송법 개정시안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

범통제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제7권제2호, 2007, 355면.

31) 김대현, 앞의 논문,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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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33), 실제로 19세기의 여러 나라에서

행정입법은 금기시되었었다34).

그러나 오늘날 행정국가화의 심화 속에서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급부의 요청을 받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 수많은 입

법에의 수요를 의회가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

라, 방대하고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가 의회입법을 적극적

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35) 그 결과 행정입법의 증대현상이

야기되었다 할 수 있다36).

행정입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대국가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

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능적 분업에 따라 국가기관 각자의 소임

32) 입법권이양금지의 원칙이란, 의회가 자신의 입법권을 다른 기관 특히 법집행권을 담당하고 있

는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의회가 헌법에 의하여 의회에 배정된 기능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법률 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양도하는 수권법률을 제정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권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특별다수로써 의결되었다고 하더

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Konrad Hesse(계희열 역), 통일독일헌법원론 제20판, 박영사, 

2001, 321-322면.

33) 그러나 현대 국가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 입장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본다.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201면 참조. 

34)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2, 151면; 권영성, 앞의 책, 1009면.

35) 의회가 입법사항을 모두 결정할 수 없다는 의회의 현실적 한계에서 행정입법은 출발하고(이장

희, 앞의 논문, 38면) 그 필요성이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남도환,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10면). 그런데 독일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 행정권이 의회를 대신하여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이 행정권

의 권한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행정권이 행사해 오던 일반∙추상적 명령 권한 중 법

규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 법률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

법심사-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1호, 

2004, 126면.

36)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행정입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 외에도 ① 의회가 정치적 위험을 수반

하는 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이 위험을 행정기관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 ② 당해 법

률에 관련된 피규제자와 의회 간에 발생하는 대립관계를 행정기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정치적

으로 편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이 증대되기도 한다. 박영도, 위임입법의 통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가간담회자료, 1999. 4,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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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회는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 관련사항,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사항 등을 제대로 해결하

기 위해서라도 그 밖의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37).

둘째, 방대한 조직과 인력, 다양한 실무경험을 지닌 행정부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규율을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적절히 할 수

있다38).

셋째, 현대의 행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고 일상화된 비상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규범화도 신

속하고 때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입법절차는 명령

제정절차에 비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

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다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규율을 위해 행정입법

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39).

37)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나, 의회

가 엄청나게 증가한 규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입법권의 위임은 의회의 입법부담을 덜어주고 의회에게 부여된 본연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입법권의 위임은 의회의 지위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의회의 업무를 경감하여 의회가 공동체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전념케 함으로써 입법권의 

의미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영역에서의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과제배분

은 불가피하며 …”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3.12.18., 2002헌바49 참조.

38) 헌법재판소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소원 사건에서 “바다, 수산동식물 등 해양

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탄력성을 요구한다. 또한 수산업과 해양생태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고도로 전문적이

고 기술적이어서 그 속성상 형식적인 국회입법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

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9.2.25., 97헌바63 참조.

39)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

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

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7.10.30., 96헌바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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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령 교육분야와 같이 자율성이 요구되는 행정영역은40) 법적 규

율보다는 교육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41). 또한 새로운 분야로서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는 실

험이 실시되어야 할 경우에는 엄격한 법률에 의한 규율보다 법률의 위임

하에 행정입법에 의한 규율이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적∙장소적∙

지방적 특수성 때문에 분산적 규율이 적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중

적∙중앙적 규율에 적합한 의회 법률은 부적절할 수 있다42).

2. 行政立法의 問題點

행정입법이 양적∙질적 모두에서 그 비중이 높다고 하여 그 자체가 바

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의해 규

율하여야 할 사항이 그만큼 많아지고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입법의 증대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수상황 하에

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장기적인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40) 헌법재판소는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여부 자체

라든가 그 연한은 … 이들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뒤따르고, 실시의 시

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국회가 사전에 그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정에 밝은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기민한 정책결정이 불가피하므

로 의회 입법사항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사항은 국회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고 행정부에 위임하여도 무방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오늘

날 국회가 다루어야 할 입법사항이 복잡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또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요구를 수렴하여야 한다는 사정과 이로 인한 업무의 과중한 부담 및 교육과 관련

된 조치의 신속 적절한 시행에 필요한 탄력성∙유연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가 의무교육의 즉각적

인 실시에 적합할 정도로 조목조목 상세하게 법률로 규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무교육 시행의 지역적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개정이 까다로운 형식적 의

미의 법률로만 규정하기 보다는 그러한 법률에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1991.2.11., 90헌가27 참조.

41) 김병화, 앞의 논문, 45면.

42) 김병화, 앞의 논문,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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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이 운영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권위주의적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만을 위해 의회의 중요성이나 민주적 통

제의 문제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할 수 있다43).

또한 행정입법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상당히 파행적으로 규율되어 왔

다. 행정부는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제출권과 행정입법제정권을 통해 법

률안과 하위 행정입법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데다, 현재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법률에 규정하고 무

엇을 행정입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44)을 추구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의회의

간섭을 피할 수 있고 절차가 간편한 행정입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행정입법은 상당한 남용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행정입법이 위임의 취지와 범위를 위반하거나 위임의 형식조차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권법률 내지 수권규정이 존재하지 않

는 등 위임의 근거도 전혀 없이 법규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경우까지 있다45).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

의 권익침해로 이어줄 수 있는데 그 권익구제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또

43) 이장희, 앞의 논문, 42-43면.

44) 효율성 개념은 현재 행정실무나 입법정책에서 핵심개념으로 통용되고 있고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리로 파악된다.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7면;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구 제29호, 2011, 114면; 독

일의 행정법원리로서의 행정의 효율성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박정훈, “행정의 효율성

과 법치행정-독일에서의 논의와 원리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목

촌 김도창 박사 팔순기념논문집), 삼지원, 2005, 219-227면 참조.

45) 법규성이 인정되는 행정입법임에도 수권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권법률은 존재하나 위임근

거규정이 없는 등 위임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위헌성이 문제된다. 자세한 것은 김

성배, “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Ⅱ)”,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 323면 이하; 

장영수, “국회입법권의 약화와 행정입법 증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정입법의 증대 및 이에 대

한 국회통제의 필요성과 방안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8호, 1998, 40-41면 등 참조. 



- 17 -

한 문제이다46).

행정입법의 문제로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권법률의 포

괄 위임 내지 불명확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이다.

의회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국가중요정책사항, 의회유보에 해당하는 사

항 등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조차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행

정기관이 광범위한 정책결정을 수행하게 되는데47), 이는 의회가 기본적

이고 중요한 정책의 방향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방임하는 것이다. 이는 수권법률이 엄격하지 못하여 행정입법에 규범적

한계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 행사에 대

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48).

결국 포괄적인 수권법률과 행정입법의 남용으로 인해 의회입법의 원칙

이나 법치주의는 부인되고, 형식적으로만 법치행정의 틀을 갖추었을 뿐

법규범의 정당성은 의심받는 상황으로서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평가되는

것이다49).

Ⅲ. 行政立法의 限界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고 제37조

46) 후술하는 제2장 제2절 Ⅰ. 3. 참조.

47) 김대현, 앞의 논문, 214-215면.

48) 헌법재판소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 행사

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7.8., 91헌가4 참조.

49) 이장희, 앞의 논문,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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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회입법원칙, 권력분립

원칙, 법치국가원리50)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회입법

원칙의 예외로서 행정부에 의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 위임입법을 제75

조, 95조 등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은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따라 전통적인 권력

분립원칙도 현대 국가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권한의 분

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능적인 권력분립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51),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논의도 행정입법 금지론에서 행정입법의 필요

성은 인정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다는 행정입법

의 한계 내지 통제론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52). 현실적으로 행정입

법의 불가피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권력분립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시

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

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와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위임

50) 법치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

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의 

구성요소로는 최소한 (ㄱ)성문헌법주의, (ㄴ)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ㄷ)사법적 권리구제제도

의 완비, (ㄹ)권력의 분립의 확립, (ㅁ)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ㅂ)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행정입

법의 금지, (ㅅ)행정의 합법률성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ㅇ)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권영성, 앞의 책, 146-151 참조. 

51)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201면.

52) 행정입법의 한계 문제와 통제 문제는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회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2호, 2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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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명령으로 그 내용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하히 조정할 것

인가의 문제로서, 행정입법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

장, 국가공동체 목적 실현 등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53).

이하에서는 우선 헌법원리상의 한계를 포함한 행정입법의 일반적 한계

와 헌법 제75조 등에 의한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54).

1. 行政立法의 一般的 限界

헌법 제75조와 제95조55)는 행정입법의 일반적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6). 이에 따른 행정입법의 한계는 명확한 수권의 원칙, 즉

범위 한정적∙구체적 위임의 원칙에 의한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 특히 제75조를 행정입법의 일반적 한계에 관한 전

부라고 볼 수는 없다57). 이들 규정의 배후에는 행정입법의 허용여부를

결정해 주는 보다 근본적인 헌법적 요인에 의한 행정입법의 한계가 존재

53) 김병기 교수는 행정입법의 한계이론의 국가기능론적 지향점은 행정입법이 바람직하게 제

정되어 법치주의의 선순환을 이끄는데 있다고 한다. 김병기,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중심

으로 한 위임입법의 한계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연구 제17호, 2007, 51면.

54) 헌법 제75조 등에 의한 한계도 행정입법의 일반적 한계이다. 편의상 나누어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55) 헌법 제95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가 없지만 헌법 제75조와 마찬가지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박균성, 앞의 책, 181면.

56) 김춘환, 앞의 논문, 56면.

57) 김철용 교수 등은 헌법 제75조에 의한 일반적 한계기준 외에도 헌법은 다시 개별조항에서 행

정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데, 가령 적법절차와 죄

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또는 행정조직법정주의

를 규정한 헌법 제96조 등이 그 예이다 라고 설명한다. 또 이들 조항의 대부분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함께 헌법 직접적 수권규정임과 동시에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 또는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규정들로서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법률유보’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행정입법의 간접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철용/홍준형/송석윤,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헌법재판소, 1996, 3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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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우선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이 헌법적 원리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

는데 이러한 헌법적 한계원리가 행정입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당

연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

과 법률유보의 민주주의적 측면이 강조되어 나타난 의회유보 등과 관련

하여58), 마지막으로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속

적 법률사항 등 측면에서 행정입법의 한계가 문제되는데 차례로 고찰하

고자 한다59).

(1) 立法權의 憲法的 限界로 인한 限界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입법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입법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존

중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등의 원리에 따른 한계, 국제법상의 한

계, 사실상의 한계, 시간적 제한 등의 헌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행정입

법 역시 그 수권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위임명령을 헌법, 법률 등 상위법

58) 의회유보와 법률유보에 관하여는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에 관한 연구-의회유보를 중심으로

-,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2, 46면 이하 참조; 법률의 유보는 입법권의 위임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관념이고 의회유보는 입법권의 위임을 배제시키는 보다 협의의 관념이다(조태제, 앞의 

논문, 46-47면). 한편 규율의 영역 측면에서는 고전적 법률유보(침해유보)가 의회유보를 통해 

그 범위가 부분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평가된다(Ossenbühl,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51). 기존 침해 영역에 더하여 본질적인 기타의 

규율영역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고전적 법률유보는 본질적 또는 비본질적인 침해의 

영역을 규율하고 의회유보는 본질적인 침해와 본질적인 기타의 영역까지 규율한다.

59) 행정입법의 한계를 그 대상을 기준으로 수권법률의 위임 한계와 행정입법 자체의 내용적 한

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정운경,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안”,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0,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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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우선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논리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60). 다시 말하면 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만 입법권

위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입법권의 헌법원리적 한계원리가 행정입법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입법권의 한계로서 규정된 과잉금지 또는 비례

의 원칙이 행정입법에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작

용,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

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

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

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입

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

시하였는데61), 이러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

정입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

하다고 볼 수 있다.

60) 홍준형, “위임입법의 통제”, 고시계, 1996. 12, 30-31면.

61)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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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律留保原理에 의한 限界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법치국가원리62) 또는 법치행정의 원

리63)를 구성하는 요소인 법률유보원리로부터 행정입법의 한계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행정입법의 법치주의적 한계로서 법치주의를 통해 표현

된 헌법원리적 한계라고 부르기도 한다64).

법률유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회의

법률제정이 요구된다. 통설인 중요사항유보설 또는 본질성론에 따르면

법률의 규율이 요구되는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행정입법은 원칙적으

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65).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제

정에 의한 입법권자의 규율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것이므로 언제

나 일률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입법이 금지되는 결과가 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이 입법권자에게 요구하는 규율밀도

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

며, 그런 의미에서 이를 법률유보에 의한 행정입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본질적인 것은 의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고 행

62) 현행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63)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의회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을 뜻하는 행정에 대한 법률의 우위와 법률유보의 의미를 내포한다. 

Ossenbühl,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S. 183ff. 참조; 법률

우위, 법률유보 및 법률의 법규창조력 등 법치행정 원리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의회에 대한 

행정의 자율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유보의 범위’와 ‘법규의 개념’이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다.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7면. 

64) 홍준형, 앞의 논문, 1996, 27면.

65) 김용섭,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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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회유보66)와 그 이론적 바탕인 본질

성이론이 중요하게 논의되고는 있지만67) 본질성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경우 의회유보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68).

(3) 法律事項的 限界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즉 국회전속적 입법사

항 즉 법률사항69)에 의해서도 행정입법의 한계가 성립할 수 있다70). 전속

적 법률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은 의회유보이론을 따질 필

요도 없이 헌법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은 그 내용이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명문의 헌법규정이 없더라도 법률

유보 내지 의회유보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71).

66) 우리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결정에서 최초로 의회유보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동 결정에서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른바 의회유보원칙).”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1995.5.27., 98헌바70 참조.

67) 본질성이론에 관하여는 김병화, 앞의 논문, 155-174면; 조태제, 앞의 논문, 63면 이하;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제14집, 헌법재판소, 2003, 572-605면 등 참조.

68) 후술하는 제3장 제1절 Ⅲ. 1. 참조.

69) 헌법 제2조 제1항(국적취득요건),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제21조 제3항(통신∙방송의 시

설기준),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내용∙한계), 제23조 제3항(공용침해의 요건∙보상), 제41조 제2∙3

항(국회의원의 수, 선거구),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74조 제2항(국군의 조직과 편성),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 제101조 제3항(법관의 자격), 제117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

이 그것이다.

70) 권영성, 앞의 책, 1014면.

71) 홍준형 교수는 헌법정책적 관점에서 헌법이 일정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결과 설정된 

행정입법의 한계이므로 헌법정책적 한계라고 명하는데, 본문과 같은 이유에서 그리고 ‘정책적’이

란 용어는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지닌다는 점에서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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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설은72), 이들 사항에 관하여 적어도 그 기본적 내용은 법률

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73). 이

처럼 법률사항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규율밀도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을지라도 당해 헌법규정의 해석상 도출되는 규율밀도가 요구하는 범위

에서는 행정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행정입법의 한계는 분명

하다고 할 수 있다74).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당 헌법조항이 헌법 제75조

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한 행정

입법에는 헌법 제75조에 의한 행정입법의 한계가 적용된다75).

2. 憲法 第75條上의 限界

(1) 包括委任立法禁止의 原則

다. 홍준형, 앞의 논문, 1996, 30면 참조.

72) 김동희, 앞의 책, 143면;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62-163면 ;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205

면; 홍정선, 앞의 책, 2010, 241면.

73) 가령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모두를 법률 자체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

을 한정하고 기준을 명백히 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205면.

74) 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구성요건이나 벌칙규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되며 

최소한 처벌원칙,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근거법률에서 규정되

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367면; 헌법재

판소는 특히 처벌법규의 위임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

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1991.7.8., 91헌가4; 1993.5.13., 92헌마80 등 참조.

75) 김춘환, 앞의 논문,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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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즉 법률의 명

확한 수권에 따라 행정부가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학설76)과 판례77)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의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78).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에 대하여

여러 논의79)가 있지만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일반적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일반적∙포괄적 위임의 금지를 그 기본적 내용으로 하며80), 이

를 위임대상의 한정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81). 우리 헌법 제75조의 요청은 수권의 내용, 목적, 범위를

정할 것을 규정하는 독일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요청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82).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

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76) 김철용 외 2인, 앞의 책, 23-25면; 김춘환, 앞의 논문, 62-68면 등 참조. 

77) 헌법재판소 2001.4.26., 2000헌마122 참조.

78) 이러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미내용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 한정

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또는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 ‘포괄적 입법위임의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

해가 있다. 한수웅, 앞의 논문, 606-607면; 그러나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은 수권법률에 기해 

생성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임입법의 한계 내지 

행정입법의 한계라고 칭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79) ‘구체적으로’와 ‘범위를 정하여’를 구분하여 논하는 견해로는 김동희, 앞의 책, 141면; 김도창, 

『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314면; 권영성, 앞의 책, 1014면; 한수웅, 앞의 논문, 612면. 

  이들을 구분치 않고 해석하는 견해로는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61면; 허영, 앞의 책, 1005면.

80) 그 외에도 헌법 제75조상의 한계로서 수권법률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 행정입법의 일반적 한

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수권법률이 합헌적이어야 함도 당연히 요구된다 하겠다.

81) 구체적 위임이기 위하여서는 수권법률에서 ① 행정입법으로 정할 대상을 특정사항으로 한정

하여야 하고(대상의 한정성) ② 그 대상에 대하여 행정입법을 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을 지도 또

는 제약하기 위한 목표, 기준, 고려하여야 할 요소 등을 명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기준의 명확

성)고 한다.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204면.

82) 한수웅, 앞의 논문, 6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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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 판시하여83), 헌법 제75조의 의미를 예측가능성의 공식이라 명명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한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예측가능

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

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84)

이전의 예측가능성 공식을 완화하였고 이러한 완화공식은 이후의 판례에

서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85).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수권법률에 있어 의회가 얼마나 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2) 위임범위의 한정

성과 위임기준의 구체성의 정도), 그 수권법률을 통제함에 있어 어떤 기

준으로 구체성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3) 입법위임의 한계기준

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86).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의 한계기준이

도출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2) 委任範圍의 限定性과 委任基準의 具體性의 程度

수권법률에 대해 위임범위(대상)의 한정성과 위임기준의 구체성(명확

성)이 어떠한 정도로 요구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수권규정의 규율밀도

83) 헌법재판소 1991.7.8., 91헌가4 참조.

84) 헌법재판소 1994.6.30., 93헌가15∙16∙17(병합) 참조.

85) 헌법재판소 1995.9.28., 93헌바50 등 다수의 판례 있다.

86) 홍준형, 앞의 논문, 199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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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의 정도는 헌법 제75조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87).

따라서 범위의 한정성과 기준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를 일률적으로 판

단할 수는 없고, 위임 시의 고려하여야 할 비교형량의 기준과 입법권위

임을 규정하는 개별수권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88).

구체적으로는 규율분야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한 입법기술상의 곤란

성, 이들 분야에서의 규율을 전문가 내지 행정부에 의존하는 정도와 절

차적 규율을 통한 이들의 참여의 조직화 정도, 그리고 행정, 사법 및 국

민의 통제를 가능케 할 정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등을 비교형량의 요

소라 할 수 있다89).

이 같은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른 국회입법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90). 즉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행정부에 이양하거나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수권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며, 무엇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인가를

결정하는 준거로는 본질성이론의 요구들과 입법부가 가지는 입법기술적

한계 및 현실적 한계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특히 ㄱ) 법적 규율이 미칠

수 있는 침해적 영향의 범위∙정도, 기본권의 성질과 보호의 필요성 측

면에서의 국민에 대한 영향의 정도, ㄴ) 규율사항이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ㄷ) 타당한 입법의 산출과 이해

87)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헌법 제75조의 규정은 헌법해석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충전되어야 하는 일종의 개방적 공식에 해당한다. 김철용 외 2인, 앞의 책, 57면 이하 참조.

88) 김병기, 앞의 논문, 21면.

89) Mössle, Inhalt, Zweck und Ausmass - Verfassungsgeschichte der 

Verordnungsermächtigung, 1990, S. 79ff.; Nolte, Ermächtigung der Exekutive zur 

Rechtsetzung, AöR Vol. 118, 1993, S. 378f. 참조.

90) 김병화, 앞의 논문,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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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등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율(예컨대 행

정절차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입법절차의 규율)이 확보되어 수임자

및 그 조직형태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ㄹ) 수권법률이 행

정입법의 범위와 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 또한 사법적 통제를 가능케 할 정도로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

고 있는지 및 ㅁ) 규율분야의 특수성, 고도의 전문∙기술성 등으로 말미

암아 입법권자가 규율사항을 모두 예측하여 그 규율방향을 정하는데 대

한 기대가능성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수권규정의 규율밀도에 대한 요구

의 정도 내지 위임범위의 한정성과 기준의 구체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91).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권법률이 예측가능성의 공식을 충족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위임범위의 한정성과 기준의 구체성이 어

느 정도 요구되는지에 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92) 이 점은 대법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93).

(3) 立法權委任의 限界基準의 充足與否에 대한 判斷

위임범위의 한정성과 기준의 구체성이라는 입법권위임의 한계기준이

수권법률에서 충족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

91) 홍준형, 앞의 책, 383-385면 참조.

92) 헌법재판소는 예측가능성의 기준이란 ‘큰 형식적 틀’ 안에서, 당해 수권규정뿐 아니라 관련법

규를 고려한 법률해석을 통한 관점(헌법재판소 1996.8.29., 94헌마113 참조)과 규율효과와 규

율대상의 특성에 따른 관점(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규율밀도가 달라진다는 소위 ‘유동

성의 공식’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02.9.19., 2002헌바2 참조)에 의하여 수권법률이 예측가능

성의 기준의 요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한수웅, 앞의 논문, 615-617면 참조. 

93) 대법원 1996.3.21., 95누36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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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당해 수권규정의 해석을 통해 위임의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그 해석의 대상으로 당해 수권규정뿐

아니라 수권법률 전체 내지 관련법규 등을 포함하느냐의 논의와, 둘째,

판례가 제시하는 예측가능성의 공식이 그 자체로 적절하고 완전할 수 있

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보완 내지 대체할 방안은 무엇인지의 논의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1) 法律解釋을 통한 判斷에서 그 解釋對象의 適切性

학설을 보면 행정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은 당해 수권규정, 수권규정과

관계있는 규정 및 수권법률 전체의 취지∙목적의 해석을 통하여 명확하

게 나타날 수 있으면 된다고 하거나94) 수권의 구체성은 수권규정 그 자

체 만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권법률 이외의 다른 규정

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석에 의해 인정되면 된다고 하는95) 등의 견해들

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체성의 판단에 관하여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

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

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96)고 함으로써 당해 조항이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94)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204면.

95) 박균성, 앞의 책,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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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 전체의 입법동기와 입법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여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

법원도 위임의 한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으로서의 수권규정은 당

해 법률상의 수권규정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97).

그런데 입법권위임의 한계기준을, 당해 법률의 수권규정 뿐 아니라 당

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의 법해석을 통하여 – 이때 그 해석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까지 고려하는 것

은 동의하기 어렵다98). 다른 관련 법규까지 고려하여야만 행정입법의 내

용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전문가 이외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일반국민이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야 하

고 따라서 위임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련법규까지 고려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리는 입법권

위임의 한계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한 것으로 자칫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여야 하겠다.

96) 헌법재판소 1994.7.29., 93헌가12 참조.

97) 대법원은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

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

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 위임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6.3.21., 95누3640 참조.

98) 박균성 외 8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시스템구축을 위한 연구-사례분석과 심사기준

표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2002. 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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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豫測可能性 公式의 適切性

입법권위임의 구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판

례가 제시하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예측가능성의 공식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국회 입법권의 헌법상 한계99) 중 하나로 논의

되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있다100). 이처

럼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서의 예측가능성의 기준을 입법권위임의 명확

성원칙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문제 된다101).

우선 예측가능성 공식은 헌법 제75조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 헌법 제75조는 제40조 국회입법권의 예외라는 점, 헌법 제4장 정부

편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동조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국회의 정치적 책임과 지위∙기능의 보호에 있으며, 법치

국가적 안정성의 보장보다도 민주국가적 기능질서의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75조와 흡사한 독일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취지도 시민보호 내지 개인권리 보호가 아니라 의회입법의 보장에 있다

99)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

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과 같은 

헌법이 입법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입법상 재량권 행사의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와 

공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한계가 있다. 권영성, 앞의 책, 807-812면 참조.

100)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

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이나 

법해석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

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

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

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5.3.31., 2003헌바12; 헌법재판소 2008.1.17., 2007헌마700 등 

다수의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등장한다.

101) 한수웅, 앞의 논문, 617-6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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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102).

이와 같이 입법권위임의 명확성의 경우에는 입법권을 위임하는 국회와

이를 위임받는 행정부의 관계가 주된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법률의 명확

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민과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보장

및 권리보호의 문제이고 공권력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파생하는 예측가능

성의 기준을 헌법 제75조의 요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

기 어렵다.

다음으로 예측가능성 공식은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이

실제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103).

현실에서는 수권법률로부터 대강도 예측할 수 없고 행정입법까지 살펴보

아야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판례가 명확성 요구 정도에 관해 완화된 태도를 보이는 경향으로

보아도 예측가능성은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볼 수 있다. 명확성 요구를

완화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당해 수권법률로부터 행정입법에 규정될

102) Schneider, Gesetzgebung, 3. Aufl., 2002, Rdnr. 237; Uhle는 동조문의 규율목적의 중점

은 의회의 정치적 책임의 유지에 있다고 한다. Uhle, Parlament und Rechtsverordnung, 1999, 

S. 339ff.; Gassner는 동조문의 취지는 위임의 내용, 목적 및 범위에 명확성의 요건을 부과함으

로써 명령의 내용을 법률과 결부시켜 입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에 있다고 한다. Gassner, 
Parlamentsvorbehalt und Bestimmtheits-grundsatz, DÖV 1996, S. 18f. 

103) 가령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의 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직업안정법 제

33조 제3항이 포괄위임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직업안정법의 전반적 체

계에 비추어 보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그 허가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아울러 

생각하면, 더욱 구체적으로 허가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31 참조), 국민이 관련 법조항에서 직

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그 허가요건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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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위임범위의 한정성과 기준의 구체성이라는 입법권위임의 한계기

준이 수권법률에서 충족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이 수권법률을

통해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의 공식에 일

방적으로 좌우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헌법 제75조의 규율내용을 의회와 행

정부의 기능분화 내지 규율권한의 배분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러한 분화

내지 배분의 기준이 되는 헌법원리와104), 행정부에 위임된 입법권의 행사

를 의회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105)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보

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목적 등에 부합하는 명확성 요구

의 기준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겠다106).

第2節 行政立法에 대한 議會直接統制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그 주체를 기준으로 국민, 의회, 사법부, 행정부

104) 박영도 박사는, 헌법 제75조의 수권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과의 권한배분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력분립, 법률우위, 입법기관의 권한상의 우위 등 법치국가적 조직원리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영도, “독일의 위임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 외법논집 제7

집, 1999, 364면.

105) 헌법 제75조는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고, 이러한 예외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바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가 의회의 의사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20 참조.

106) 한수웅 교수는 헌법 제75조의 위임의 명확성 여부는 종래의 예측가능성의 기준에 일방적으

로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과 기능의 보호라는 헌법 제75조의 주된 

목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위임의 방향과 목적을 입법자 스스로 정함으로써 위임된 입법권의 기본

적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권적 중요성과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 사안의 특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임의 명확성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수웅, 앞의 논문, 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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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등의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행정입

법에 대한 통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이미 권리침

해를 받은 국민이 해당 소송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구제를 받

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부 스스로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로서 공정성을 확

보하기 쉽지 않고,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의 심사는 법제적 또는

규제적 측면의 제한적 심사이므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나 정책적 타

당성에 대한 통제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107). 또 행정입법안의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매스컴이나 각종 비정부기관(NGO) 등 압력단체의 활동 등

을 통해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국민에 의한 통제는 참가자

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어렵고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여론왜곡 가능성 등

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08).

결국 의회의 의한 통제 등 모든 통제방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보완될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109).

한편, 의회통제는 그 방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즉,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와 수권법률에 대한 의회통제110)로 나눌 수 있다. 후

107) 이재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4, 25면.

108) 류재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4, 21면. 

109) 위임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국민에 의한 절차적 통제와 의회에 의한 절차적 통제 등 양자

가 상호 보완될 경우에야 비로소 위임입법의 민주화∙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박영

하, “위임입법의 절차적 통제에 관한 연구-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학위논

문, 1991, 2면 참조.

110) 수권법률의 통제를 통해 행정입법의 일탈∙남용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간접적 통제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국정감∙조사(헌법 제61조),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헌법 제62조), 국무총

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헌법 제63조),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헌법 제65조) 등 의회

의 대(對)정부 통제권 행사에 의한 통제도 간접적 통제인데 행정입법 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통제방법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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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완화 추세로 인해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를 통한 행정입

법 통제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111)과 의회가 구체

적으로 위임하려 해도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112) 등을 고려할 때

의회통제로서의 의미는 미약하다고 본다113).

이하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직접통

제의 의의 및 필요성, 그 방법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行政立法에 대한 議會直接統制의 意義 및 必要性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는 행정입법 자체를 통제대상으로

하여 의회가 행정입법의 성립이나 효력발생 또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

입법의 효력의 존속여부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의회직접통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

는데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 등에 비추어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

이다114). 다만 행정부의 독자적∙자율적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는 권력분

립적 한계는 준수되어야 한다115). 가령 의회가 법집행을 수행하는 것과

111) 김병화, 앞의 논문, 198면 참조.

112) 김대현, 앞의 논문, 214-215, 218-220면 참조.

113) 따라서 의회가 수권단계에서 수권법률의 행정입법 관련조항부터 통제하는 것 즉 의회가 수

권법률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의회의 관여에 의해 행정입법의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견해(남도환, 앞의 논문, 109, 127면)에 동의하기 어렵다. 

114) 후술하는 제4장 제3절 Ⅱ. 참조.

115)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서 적극적 공익실현을 위해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

다.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구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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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회직접통제는 행정입법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통제라는 현실

적 필요,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의 공무원에 의해 비공개적∙불투명한 절

차를 통해 생성되는 행정입법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 절차

에 기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 규

범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의미,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의의, 권력분립원칙에 기한 견제와 균형 그

리고 의회주의의 위기 극복 등의 면에서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1. 行政立法의 濫用 可能性 등 統制

정부의 편의적이고 권위적인 행정관행이 여전하고, 특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집권여당과의 결합 등으로 정부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는 수권조항을 정부제출법률안에 정하고 이를 그대로 의회에서 통

과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임의대로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위임의 범위∙형식을 벗

어나거나 심지어 위임의 근거도 없이 행정입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위임

의 목적 내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는 수권법률이 골격화됨으로

써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까지도 행정입법으로 제정되는 등 실제로 행

정입법이 일탈∙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116).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로서 우선 의회는 정부제출법률안의

위임관련조항을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117) 수권법률에 명확한 기

호, 2011, 110-111면.

116) 국회법제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2013. 12; 국회법제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이

론과 실무』, 2010. 4, 41-218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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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규정하여야 하지만, 규율사항의 전문화∙복잡화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기관인 법원은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를 완화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기본적으

로 행정입법 통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기

관은 갈수록 더 많은 입법재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 행정입법권의 남용가능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의회직접통제 등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기본권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 行政立法의 民主的 正當性 提高

행정기관의 행정입법 제정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공무원에 의해 국

민의 참여 장치가 미흡한 비공개적인 절차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실질

적인 입법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결정과정의 공개성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 의회절차118)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의회119)를 통한 통제의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20).

117) 김대현, “정부제출법률안의 위임입법관련조항에 대한 위원회심사를 강화하자”, 국회보 통권 

제430호, 2002. 8, 89-94면 참조; 박균성 외 8인, 앞의 책 참조. 

118)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의회입법절차에서의 논의와 결정과정에서는 고도의 공개

성(Öffentlichkeit)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VerfGE 40, 237/249; 41, 251/260 참조.

119)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도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을 부여받는다는 점, 민주국가에서 행정부와 의회 모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 등의 이유

로 의회입법의 정당성은 ‘의회’가 결정하였다는 것보다 공개적인 의회‘절차’에 있다는 견해가 있

다(한수웅, 앞의 논문, 594-599면 참조). 그러나 그 절차도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이고 강한 민

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상 입법권자로서 ‘의회’의 절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자

의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120) 김용섭, 앞의 논문, 2004, 35면 참조.



- 38 -

의회가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행정입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입법에 대

한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되어

야 하고121) 이는 행정입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122).

3. 司法的 統制의 限界 克服

지금까지 행정입법의 통제에 있어 주된 기능을 수행해 온 사법적 통제

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심사할 수 있는 사후적∙간접적 통제이

다. 따라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입법이 헌법이

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그 명령∙규칙 자체가 당연무효

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한해 적용이 금지될 뿐이어서 해당 규

정이 개폐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후 다른

사건에 있어서 당해 행정입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

성도 있어 명령∙규칙의 적용상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123). 결국,

행정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 나아가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 등에

121) 김종두 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자료 2004, 국

회사무처, 26면.

122) 이장희, 앞의 논문, 45면.

123) 적극적∙능동적이며 복잡∙신속한 행정이 요구되는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의미 있

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행정입법의 일탈여부를 판단할 명백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입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이다 보니 법관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정재룡,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발전방

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2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6,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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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사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법적 통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124). 또한 법원은 당해 행

정입법의 위법성만을 판단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

는다.

따라서 사법적 통제를 보강할 수 있는, 사전적∙직접적 통제로서 적정

성 판단까지 가능한 의회직접통제가 절실하다 하겠다.

4. 權力分立原則에 기한 牽制와 均衡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

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

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

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25).

그런데 현실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균형의 관계가 아니라

정당 특히 집권여당을 통하여 사실상 통합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집권여당의 힘을 빌어 의회에서 그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입

법권자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

지 못한다면 국가권력의 분립을 전제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분립원칙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입법의 비중이 증대되면 될수록 의회는 입법권위임에 기한

행정입법이 입법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제정되고 있는지를 그 과정에

124) 장영수, 앞의 논문, 45면.

125) 헌법재판소 1992.4.28., 90헌바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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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여 점검함으로써 자신의 시원적 입법권을 확인할 필요성 또한 갈

수록 커진다 할 수 있다.

5. 議會主義의 危機 克服

행정입법의 증대현상으로 인해 의회는 본래적∙시원적 입법기관으로서

의 실질적 위치를 상실하고 행정부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주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법률을 제정할 때 일반적인 골격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행정

입법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요 정책에 관한 것까지 아

무런 기준 없이 위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

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편의대로 수권조항

을 넣어 운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제도 행정기

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본래적∙시원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이 심히

손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

다126). 특히 우리는 행정부 주도의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권위적∙편의적

행정이 관행처럼 이루어져왔고 이로 인해 행정입법에 의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훼손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고 행정

입법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직접통제를

통해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찾아야 하겠다127).

126) 남도환, 앞의 논문, 19면 참조.



- 41 -

Ⅱ. 行政立法에 대한 議會直接統制의 方法

우리 학계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의 필요성에 관하

여 활발하게 논의되고는 있지만128)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한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

의회직접통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의회거부권, 영국의 의회에

의 제출제도 및 독일의 동의권유보 등을 들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후

술하는 제3장에서 고찰하고 이하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간략히 살

펴보고자 한다.

1. 美國의 議會拒否權129)

미국의 의회거부권(Congressional Veto)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의회

의 위임권한 하에서 행정기관이 정립한 규칙 또는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

을 의회의 의결(resolution)로써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입법

127) 행정국가적 상황에 따른 의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기능의 강화를 들면서 이것이 의회에게 가장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정만희, 『현대헌법과 의회주의』, 법문사, 1995, 36면 참조.

128) 2004년 5월 27일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국회법제실간의 공동학술발표대회, 2009년 4월 13

일 국회와 유럽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등이 개최되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

한 바 있었다. 후술하는 제4장 제3절 Ⅲ. 참조.

129) 자세한 내용은 김대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연구-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0; 최정일, “독일과 미국에서의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직접적 통제

에 관한 연구-동의권유보와 입법적 거부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1호, 2008; 정하명, “미

국연방의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를 중심으로”, 행정입법통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유럽헌법

학회 공동주최, 2009; 이규정, “미국 연방의회의 거부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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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Legislative Veto)이라고도 한다.

의회거부권은 수권법률의 개별조항에서 필요에 따라 정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다양하다130). 양원 중 어느 일 원의 의결로써 행사하는 것이

대다수이나, 양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행사

하는 경우도 있다131). 행사방법으로는 의회의 적극적인 동의 또는 승인

을 요하는 동의 내지 승인의결과 의회에서 부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 부인의결,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의회거부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

는 것으로서 협의(consultation, agreement)132)와 보고-대기(report and

wait)133) 등이 있다. 이 제도는 1932년 이후 빈번히 활용되었는데 1983

년 차다판결134)에서 위헌결정된 이후 사용빈도가 줄어들어 현재는 예산

법률에 다수의 의회거부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에는 개별적인 의회거부제도 외에 의회가 모든 연방규칙

에 대해 심사∙부인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의회거부제도로 소위 의

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135)에 근거한 의회행정입법심사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제가 도입되었다136). 의회행정

입법심사제도는 의회거부권의 위헌적 요소를 치유하여 의회의 불승인의

130) 김대현, 앞의 논문, 55면.

131) 1952년 추경예산법(supplement appropriation act)에서 하원의 세출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만으

로 특정 예산안을 변경토록 하는 위원장 단독 거부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대현, 앞의 논문, 57면.

132) 행정기관의 규칙제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위원회 또는 위원회 직원(staff)과 협의 또는 합의

하는 것을 수권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말한다.

133) 보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규칙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4) 차다판결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의회거부를 입법적 행위, 즉 새로운 법률제정행위로 보고 

법률제정행위는 양원제 요건에 합치하여야 하고 대통령거부권 대상이 되도록 대통령에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따라서 문제가 된 한 원의 거부는 권력분립조항인 미국헌법 제7조 제7항(3) 

등에 위반한 것으로 위헌으로 보았다. 김대현, 앞의 논문, 68-70면 참조.

135) 미합중국법전(5 U.S.C.) 제801조부터 제80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136) 자세한 내용은 김대현, 앞의 논문, 102-1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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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양원에 의해 행사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서명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면서137), 거의 모든 규칙을 심사대상으로 하

고138), 주요규칙(major rule)139)은 60일의 심사대기기간이 주어져 의회제

출 후 60일 동안 효력발생이 유보되고140), 의회심사법상의 의회의 어떤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141) 등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거부권에 비해 심사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인

의결절차가 까다로워짐으로 인해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

지만 적어도 보고-대기조항의 효과는 모든 행정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142).

의회거부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차다판결에도 불구하고143) 동의권유보

등 의회직접통제는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헌법

137) 박영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

문사, 1999, 376면; 의회거부권의 위험성을 보완한 의회심사법과 더불어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 주요규칙에 대한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의 독자적 분석보고가 가능하도록 한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 등은 행정법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연방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하명, 앞의 논문, 2009, 209면.

138)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 중에는 의회의 심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

직 주요규칙만 의회에 보고토록 의회심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대현, 앞

의 논문, 169면.

139) 주요규칙이란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규제국에서 해당법령이 ①매년 1억불이상의 경제적 효

과 ②비용이나 가격의 주요한 인상 ③경쟁력, 고용, 투자, 생산성 등에 주요한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친다고 판단한 법령을 말한다(5 U.S.C. §804(2).). 주요규칙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규성은 

불문하므로 우리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회심사를 받도록 하

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고 한다. 정하명, 앞의 논문, 2009, 209면.

140) 5 U.S.C. §801(a)(3)(A).

141) 5 U.S.C. §801(g).

142) 김대현, 앞의 논문, 171면.

143) 미국 차다판결의 다수의견의 가장 큰 오류는 권력분립관점에서 변화하는 헌법현실 속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타협∙조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의회거부권을 그 역사와 배경, 기능 그리고 구

체적인 사안에 따른 남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권력분립규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

하였다는데 있다고 한다. 김대현, 앞의 논문,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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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허용된다고 하며, 의회심사법에 비추어 국회법 제98조의 2 상의 행정

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는 사전제출 또는 보고와 심사대기기간이 결합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144). 또한 미국의 의회통제제도 중 부인의결과 대

기기간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145).

2. 英國의 議會에의 行政立法 提出制度146)

영국에서의 행정입법통제는 의회에의 행정입법 제출절차가 중심이 되

는데 모든 행정입법에 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불

문헌법 또는 일반적인 의회제정법은 없으며, 개별적인 수권법 규정에 따

라 본회의 심사는 단순제출절차, 승인의결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폐지(부인, 거부)의결절차(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등

으로 구분된다147). 행정입법을 단순히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단순제출절차는 행정입법의 발효 이전에 그 내용을 의회에 알

려주는 장치로서148)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약하다 할 수 있다149). 이

144) 김대현, 앞의 논문, 292-296면.

145) 남도환, 앞의 논문, 54면; 김병화 박사는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살펴본 후 위임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법의 도입이 우리 현행 헌법상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기기간과 부인결

의를 결합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김병화, 앞의 논문, 272면.

146) 자세한 내용은 안동인,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행정법연구 제24호, 2009. 8; 전태희, “의회

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영국법과 우리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등 참조.

147) 안동인, 앞의 논문, 275-280면; 전태희, 앞의 논문, 76-80면 등 참조.

148)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으로 의회제출 전에 발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하원 의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가 송부된다는 조건하에 발효시킬 수 있다. 전태희, 앞의 논문, 77면.

149) 안동인, 앞의 논문,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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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행정입법의 발효를 위해서는 상∙하 양원 또는 하원의 적극적인

승인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승인의결절차와, 행정입법의 제정 즉시 그 효

력이 발생하나 의회제출 후 40일 이내에 양원 중 어느 한 원에서 그 효

력을 부인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폐지의결절

차 등은 대표적인 직접적 통제수단으로서 특히 전자는 가장 강력한 직접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해 행정입법 검토를 위한 위원회로

서 상원 특별명령위원회(Special Orders Committee), 하원 행정입법특별

위원회(Select Committee on Statutory Rules and Orders), 상∙하원 행

정입법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Statutory Instruments), 본안위원

회(Merits Committee) 등이 설치되어 있다150).

이러한 의회제출제도는 그 개개 절차의 선택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의회의 전문성 부족∙시간적 제약 등으

로 그 심사에 있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하지만1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제출제도와 여러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152) 이미 다른 국

가들에 대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153).

영국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제도 역시 우리 법제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모법 개정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행정입법 제출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154), 폐지의

150) 전태희, 앞의 논문, 81-84면; 안동인, 앞의 논문, 280-284면 등 참조.

151) 안동인, 앞의 논문, 279면.

152) 무엇보다 의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에 대해 제도적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행정부가 의

회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태희, 앞의 논문, 87면.

153) 안동인, 앞의 논문, 300면.

154) 전태희, 앞의 논문, 118면.



- 46 -

결절차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155) 등이 있다.

155) 남도환, 앞의 논문,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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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獨逸에서의 行政立法에 대한 議會直接統制

第1節 獨逸의 行政立法

Ⅰ. 獨逸 行政立法의 意義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은 실질적 법규로서 의회에서 정립되는 형식적 법

률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며 수범자인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법원도 구속

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 독일기본법

제80조상의 개별수권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입헌군주시대 이래 법규명령 개념을 법률과 구분하여

발전시켜 왔으나156) 20세기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찌정권 수권법에 이르러

그 폐해의 심각성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반성의 고려로157) 본(Bonn)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

2문(현 독일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이 독일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의

명문규정으로 만들어졌다. 위 본 기본법 규정은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혐오와 다른 한편, 현대복지국가의 관리를 위한 실제적 필요성간의 헌법

156)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의 역사적 전개에 관하여 장태주, “행정입법의 성격과 이에 대한 통제-

독일의 경험과 이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2007, 421-426면; 양충모, 

“독일의 이론과 경험을 통해 본 행정입법의 정치적 성격과 이에 대한 통제”, 공법연구 제40집 

제4호, 2012, 252-257면 등 참조.

157) Brenner, Art. 80, in: von Mangoldt/Klein/Starck, Kommentar zum Grundgesetz, 6. Aufl., 

Bd. 2, 2010, Rdnr. 6;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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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타협으로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다158). 다시 말하면 기본법제정자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용하면서도, 입법권의 위임을 통해 집행부가 법규

명령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위임의 내용, 목적, 범위 등의

명확성을 요구함으로써 바이마르공화국의 경우처럼 의회민주주의와 법치

주의의 근간까지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에 이르게 하는 무분별한 법규명

령의 오∙남용을 배제하려 하였다.

독일의 행정입법 제정권은 행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러한 의미에

서 행정입법권은 의회입법권으로부터 파생되어 성립하는 2차적∙파생적

인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다159). 이것은 의회야말로 법치국가의 관계에서

행정 및 사법작용의 척도를 정립하고, 그와 동시에 포괄적 권리보호의

실질적 전제조건을 창출하는 곳이며 국가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입법의 정

립에는 법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수립하게 된

것에서 비롯한다.

독일은 현대 민주국가 헌법과 마찬가지로 의회입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장악하고,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는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으로 간주되고 있다160). 그러나 사회

적 법치국가 내지 행정국가로 변모한 오늘날에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고

하여 법규범에 관한 모든 결정을 의회가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행정부에 의한 법정립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입법의 과

잉으로 인해 의회의 입법권의 본질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한계가 있

다. 특히 기본법은 수권법률의 명확성 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

158) 김병화, 앞의 논문, 15면.

159)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1.

160) 최정일, 앞의 논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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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결국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해 의회가 위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자

로서의 그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161), 행정부는 불명확한 수

권에 의거하여 명령정립을 함으로써 의회를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하에 정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2).

Ⅱ. 獨逸 行政立法의 成立

행정입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권법률, 즉 위임규정이 유효하며 합

헌일 것을 요한다. 다시 말하면 수권법률은 기본법 제80조에 규정된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기본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헌법원리에 적합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입법의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준수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위임의 범위는 규율의 사실상의 전제의 확

정, 추구하여야 할 목적의 제시, 규율대상의 한정, 사용수단의 제한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163). 모든 위임이 이들 제한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그 어느 하나의 제한에 대한 위반이라도 존재하면 행정입법은 무

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법규명령은 그 내용이 위임과 일치하더라도 상

위규범을 폐지,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법 하에서 수권법률이 이러한 폐

지, 변경을 위임할 수도 없다.

161) BVerfGE 1, 60; 34, 60 등 참조. 

162) 박영도, “독일의 위임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 외법논집 제7집, 1999, 351면.

163) 박영도, 앞의 논문, 3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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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입법자가 법규명령 제정을 직접 수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기

본법에 협소하게 정해져 있는데, 법규명령제정수권의 직접 상대방으로

허용되는 자는, 연방정부, 연방장관이나 주(州)정부이고(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문),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만으로 국한되어 있기도 하다(기

본법 제109조 제4항 등)164). 연방참사원은 법규명령제정자 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 혹은 연방장관의 특정한 법규명령 제

정에 동의유보로165) 관여하거나(기본법 제80조 제2항), 자신의 동의를 요

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안(案)(Vorlagen für den Erlass)을 연방정

부에 제출하는 것만이 허용된다(기본법 제80조 제3항)166).

이와 같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수임자 즉 법규명령제정자는 기본

법 제80조 제1항에 열거된 연방정부, 연방장관, 주정부에 한정되므로 이

들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에게 법규명령을 발하는 수권을 한 법률은 무효

이며, 이에 기해 발해진 법규명령도 무효가 된다167). 따라서 공법상의 사

단, 영조물, 직능단체, 연방의회위원회, 주의회위원회 등은 입법권의 위임

을 받을 수 없다168).

그러나 재위임에 의하여 최상위 관서, 주(州)장관 등은 명령제정권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169). 법규명령제정자가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재위

164) 기본법 제109조 제4항 제2호에서의 독일 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을 유지할 연방과 주의 

의무에 관한 법규명령의 제정, 제119조의 망명자와 피망명자의 의무에 관한 법규명령의 제정 

등은 연방정부만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5) 이 동의라는 조건은 달리 규정하는 연방법률규정이 없다는 유보 하에 있지만, 그 연방법률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연방참사원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제정될 수 있다. Konrad 

Hesse(계희열 역), 앞의 책, 375면.

166) Schneider, a.a.O., Rdnr. 241 참조.

167) 박영도, “독일의 위임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 외법논집 제7집, 1999, 357-359면 참조.

168) 유상호, “위임입법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 29면.

169) Schneider, a.a.O., Rdnr. 2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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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것은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170).

가령 1975. 3. 10.자(연방법령관보(BGBl.) I S. 685) 관할완화법

(Zuständigkeitslockerungsgesetz)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열거된 - 주(州)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 수많은 법률과 관련해서, 연방법률 차원에서

정해진 주(州)관서의 관할권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이 법규명령제정수권을 최상위 관서 특히 주(州)장관에게 재위임하는 것

이 허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재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개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171) 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을 규율하는

경우172) 실정에 밝고 지역밀접성이 있는 어느 행정관서의 소관으로 하고

자 함이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수권받은 바를 전부 또는

일부 재위임하는 경우 이는 위임의 연쇄가 가시화되고 또 제어 가능하도

록 하고자 법규명령으로써 하여야 한다(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4문).

또 기본법 제80조 제1항은 연방정부에의 수권과 연방장관에의 수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회가 연방정부에의 수권을 결정한 경

우에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연방장관에 의해 수권을 집행할 수 없다173).

170) Schneider, a.a.O., Rdnr. 242.

171) 예를 들면, 식품유해재료를 법규명령으로 표시하는 데 대한 장관에의 수권의 경우 “연방장

관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수권받은 바를 연방보건청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연방보건

청의 장은 “그와 같은 법규명령을 제정함에 있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식료

품생필품법(LMBG) 제31조 제2항)라고 한다. 또 정보제공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데 대한 

연방법무부장관(BMJ)에의 수권의 경우, 이를 독일특허청의 장에게 재수권할 수 있다(특허법

(PatG) 제3조 제29항, 수권(授權)된 바의 이관에 대한 1979. 1. 25.자 연방법무부 명령(연방법

령관보(BGBl.) I S. 114)고 한다.

172) 예를 들면, 전염병경찰적 명령의 제정에 관한 수권을 받은 주(州)정부는 이 권한을 “여타 관

서에 이관할 수 있다”(2000년 전염병신(新)규정법(SeuchenrechtsneuordnungsG)). 게마인데영

역 (Gemeindegebiet) 내에서의 성매매 금지에 관한 명령과 관련하여 1974. 3. 2.자 형법시행법

(EG-StGB) 제297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주차요금에 관한 명령의 제정에 관한 주(州)정

부에의 수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수권을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StVG) 제6a조). 

택시 승차요금에 관한 규정 등의 경우에도 여객운송법(PBefG) 제51조에 따라 그와 같다.

173) 유상호, 앞의 논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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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반대로 연방장관에의 수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방법률

이 단순히 연방장관에게 법규명령을 발하는 수권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

방정부에 의하여 이 수권을 집행하게 하는 것은 기본법 제65조에 포함되

는 개별 장관의 독립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3문은 “법규명령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

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법규명령의 내용이 그 수권규정에 부합된다

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와 같은 수권이 정확하게 표시되

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계류(鷄類)유치에 관한 명령에 관한 판결에

서 이러한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하자(ein formaler Fehler)

로서 무효로 귀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74). 이러한 법적 근거 제시요청

은, 개별법률에서 다수의 작은 수권들이 묶음식으로 집합체를 이루고 있

고175) 이에 법규명령제정자가 여러 개의 수권을 한꺼번에 규정하여 각각

의 수권의 한계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일이 매우 곤란한 경우

에 특히 유용하다176). 여러 수권(授權)이 사용된 경우 그것들은 온전히

적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효한 법규명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규명령을 발하는 기관의 인증

(Ausfertigung)177) 및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상의 명확성조항에 따라 위임의 내용,

174) BVerfGE 101, 1 참조; 박영도 박사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법규명령은 내용을 고려

할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위헌이며 무효가 된다고 한다. 박영도, “독일의 위임입법제도에 관

한 연구”, 외국어대 외법논집 제7집, 1999, 363면.

175) 예컨대 식료품생필품법(LMBG)에는 한 묶음의 수권이 있다. 국제보건법규(연방법령관보

(BGBl.) 1971 II, S. 865)에 대한 1971년 7월 1일자 법률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위한 법규명

령의 제정에 관한 수권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176) Schneider, a.a.O., Rdnr. 239.

177) 인증이란 당해 법규명령의 문언이 그 법규명령을 발하는 기관이 확정한 내용과 일치하며 법

정립절차가 정식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공증하는 것을 말한다. 박영도, 앞의 

논문, 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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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Ⅲ. 독일 행정입법의 한계에서 상술한다.

Ⅲ. 獨逸 行政立法의 限界

독일의 경우에도 현재 행정국가로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법치국가적 차원의 권력분립, 의회민주주의 등과 어떻게 현실적으

로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기본법 제80조

제1항이다.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찌정권 수권법의 폐해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탄

생한178) 동 조항은 법치국가에 관한 기본법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함과

동시에 행정입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부의 법규명령

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제한요건의 수권규

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입법의 한계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179).

첫째는 국가에 있어 모든 중요한 내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은 의

회 스스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해 형성된 본

질성이론180)과 이를 토대로 한 의회유보이고 둘째는 입법권의 위임 시

178) 바이마르공화국 의회의 입법권한포기와 정치적 책임회피로 말미암아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이 붕괴되었던 경험을 교훈삼아 의회입법을 보장하기 위해 강구된 것이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이다. 김병화, 앞의 논문, 69-70면.

179) 행정입법의 한계 문제는, 권력분립의 헌법체계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가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주의 이념에 비추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가,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제한이 존재하며 어디까지 허

용되는 것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인데 독일에서의 본질성이론과 의회유보,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명확성요구 등 논의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180)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2년의 대학입학 정원제 결정(BVerfGE 33, 303)에서 “절대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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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그 내용, 목적 및 범위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정도를 정하여야 한

다는 것으로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명확성요구 등이 그것이다.

1. 獨逸의 本質性理論과 議會留保

(1) 意義

본질성이론이란 국가의 본질적인 결정에 관해서는 의회가 법률로써 이

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81). 본질성이론을 통하여 고전적 법률유

보는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유보되어야 하고,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인 의회

유보로 발전하였다182).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침해유

보를 의미하는 고전적 법률유보는 침해행정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여 독

점적인 의회권한과 위임할 수 있는 의회권한을 모두 포함하는데 비

해183), 의회유보는 침해행정 등 국가작용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 규율대

학제한명령의 요건 및 선발기준에 대한 본질적인 결정은 의회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Oppermann이 ‘본질적(wesentlich)’이라는 말에 착안하여 의회가 모든 본질적인 

결정을 법률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본질성이론’이라 명명한 것이다. 김향기, “법률유

보이론과 법학의 문제”,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효산 김계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6, 341면.

181) 본질성이론에 관하여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1992, S. 25ff.

182) 법률유보와 의회유보에 관하여 Eberle, Gesetzesvorbehalt und Parlamentsvorbehalt - 

Erkenntnisse und Folgerungen aus der jüngeren Verfassungsrechtsprechung, DÖV 1984, 

S. 485ff.

183) 고전적 법률유보의 경우 법률에 의한 수권 내지 근거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수권규범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의회는 스스로 규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권법률을 통하여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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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의 본질적인 사항인가를 기준으로 법률유보 여부를 판단하여

본질적인 것은 의회가 스스로 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로지 독점적 의

회권한만을 포함한다184).

의회유보의 이론적 토대인 본질성이론에 의하면 본질적인 사안은 의회

의 독점적 결정권에 속하며, 의회는 이에 대하여 규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회는 본질적인 것을 스스로 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규율대상이

본질적일수록 법률에 의한 규율이 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즉 본질성이론

은 규율의 대상뿐만 아니라 규율의 밀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첫째, 어

떠한 사안이 의회의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및 둘째, 의회가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185). 이

에 따라 본질성이론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의 금지’와 의회가 본

질적인 것을 직접 정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규율밀도 요구’ 등

두 가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2) 本質性의 認定基準

개별적인 경우 본질성을 기준으로 의회유보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판단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독일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186).

본질성이론은 무엇이 본질적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율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다.

184) 의회유보는 ‘위임금지로 농축된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김병화, 앞의 논문, 162면.

185) BVerfGE 83, 130/152.

186) 본질성이론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으로는 Böckenförde, Gesetz und gesetzgebende 

Gewalt, 2. Aufl., 1981, S. 398f; Eberle, Gesetzesvorbehalt und Parlamentsvorbehalt - 

Erkenntnisse und Folgerungen aus der jüngeren Verfassungsrechtsprechung, DÖV 1984, 

S.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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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 본질적인가’하는 것이고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

단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하는 것인데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질적이란 일

반적으로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187)

또 ‘사안이 당사자의 기본권 실현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할수록 의회가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한다’고 한다188). 즉 기

본권적 중요성 내지 기본권적 관련성(Grundrechtsrelevanz)을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인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본권적 중요

성 외에도 초개인적이고 정치적이면서 민주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는 정

치적 의회유보189)라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190). 어떠한 결정의 정치적인

논쟁성은 적어도 의회유보의 타당성을 지시하는 효력을 갖는다 할 수 있

다191).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정치적 중요성192)이 사안의 본

질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표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이러한 사안이

187) BVerfGE 34, 165/192f.

188) BVerfGE 58, 257/274.

189) Umbach, Das Wesentliche an der Wesentlichkeitstheorie, in: Zeidler/Maunz/Roellecke, 
Festschrift Hans Joachim Faller, 1984, S. 126f.; Kisker, Neue Aspekte im Streit um den 

Vorbehalt des Gesetzes, NJW 1977, S. 1313; Oppermann, Nach welchen rechtlichen 

Grundsätzen sind das öffentliche Schulwesen und die Stellung der an ihm Beteiligten zu 

ordnen?, Gutachten C zum 51. DJT 1976, S. 56ff.; Böckenförde, a.a.O., S. 383 등 참조.

190) 가령 학교제도개혁과 같은 사회형성적 제도의 창설, 개폐 그리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은 

기본권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요청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는 그것이 국가생활, 국가의 정치적 운명과의 관련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에 의한 폭넓은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병화, 앞의 논문, 166-167면.

191) 조태제, 앞의 논문, 63-78면; 한편 국민적 관심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은 입법의 핵심영역

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김대현, 앞의 논문, 216면. 

192) 일반국민의 전반적인 생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

반의 논쟁과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말한

다. 한수웅, 앞의 논문, 584-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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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

고 있다193).

(3) 本質性理論에 대한 批判

본질성이론과 의회유보에 있어 ‘본질적’이라는 기준의 불확실성을 보완

하는 수단으로 ‘기본권적 중요성’과 ‘정치적 의회유보’ 등의 기준이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조차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연방헌법

재판소가 제시하는 기본권적 중요성의 경우 오늘날 기본권과 관련되지 않

은 국가행위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권적 중요성

내지 관련성을 가진 사안을 의회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불명확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194).

이러한 본질성 기준을 의회와 행정부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이라는 관점

에서 균형감 있게 적용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의회유보의 규율범위가 지나

치게 확대되어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반대로 행정입

법재량의 지나친 확대로 이어져 행정입법이 남용되는 등 양 갈래 위험성

에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본질성이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195).

따라서 본질성이론에 대해 법 논리상의 파산선고에 불과하므로 이론이

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196) 심지어 ‘본질적인 것은 연방

193) BVerfGE 49, 89/126; 98, 218/251 등 참조.

194) 한수웅, 앞의 논문, 592-593면.

195) 물론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본질성의 불명확성이 행정기관의 행정입법재량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김병화, 앞의 논문, 386면 참조.

196) Umbach, a.a.O., S.123f.



- 58 -

헌법재판소가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197).

실제 무엇이 본질적인가를 의회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헌

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의회가 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면

이는 의회 권능을 제고하기 위한 본질성이론의 목적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고198),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의 책임을 사법부에 전가해 버리는 결과

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9).

2. 獨逸基本法 第80條上의 限界

독일은 행정국가의 심화로 인해 폭증하는 법규범의 수요를 의회에 의

해서만 충족될 수 없는 현실에서 입법권의 위임과 그 한계를 기본법 제

80조에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의 위임은 의회 지위의 약화 내지 입법권

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200), 의회의 업무를 경감하여 의회가 국

가의 중요한 결정에 보다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법 제80조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관한 수권

이 내용, 목적 및 범위에 있어서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201).

기본법 제80조는 의회의 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과 행정부의 규율권

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197) Klöpfer, Der Vorbehalt des Gesetzes im Wandel, JZ 1984, S. 692.

198) Klöpfer, a.a.O., S. 692.

199)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계와 행정입법”, 공법연구 제28권, 한국공법학회, 2000, 215면.

20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는 위임되는 권능의 정확한 한계와 특정 없이 행정부에 입법권

을 위임함으로써 자신의 입법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BVerfGE  1, 14 참조.

201) Schneider, a.a.O., Rdnr.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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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202).

이하에서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명확성요구’에 관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 이어서 ‘명확성요구’에 관해 논의하

고자 한다.

(1) 獨逸聯邦憲法裁判所 判例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권위임 내지 수권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에 관한 3가지 공식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기결정공식이라고 부

르는 것으로 이는 ‘의회는 특정된 문제가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고(내용), 이러한 행정입법이 정하는 규

정의 한계를 또한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범위) 이러한 규정이 어떠한 목

적을 위한 것인지를 또한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목적)’는 것을 말한

다203). 둘째는 프로그램공식이며, 이에 따르면 ‘의회에 의해서 정하여진

어떠한 계획이 법규명령에 의해서 달성 또는 구체화되어야 하는가를 법

률이 직접 명시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의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

다204). 셋째는 예측가능성공식이다205). 이것은 ‘위임된 입법권한이 어떠

한 경우에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행사될 것인지 하는 것과 위임에 근

202) Wilke,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Rechtsverordnungen, AöR 98, 1973, S. 212f. 

203) BVerfGE 2, 307/334; 5, 71/76f.; 19, 354/361f.; 23, 62/72 등 참조.

204) BVerfGE 5, 71/77; 8, 274/307-311, 313f. 등 참조; 프로그램공식이라는 해석방법을 채용

하면 내용, 목적 및 범위라는 개념의 각각에 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

며 이 명확성조항에 관한 해석이 필연적으로 완화되게 된다고 한다. Maunz, Art. 80, in: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8. Aufl., Bd. Ⅳ, 2001, Rdnr. 30.

205)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권위임의 명확성요구를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구체화된 형태로 파악하여 

법률의 명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예측가능성을 포괄위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그대로 도

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1986, S. 17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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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

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임이 불명확하면 입법권위임에서 요구되는 제한

을 흠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다206). 이들 공식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판례에서 혼용되고 있으므로, 결국 명확성의

기준은 입법부 자신이 법률에다가 방향과 프로그램을 충분할 정도로 한

정하여, 제정될 법규명령의 내용이 예측가능하도록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07).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권법률이 위 3가지 공식에 부합하는지, 즉 명확성

요구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점차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초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어떻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성으로서” 그 법률 중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되

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였으나208) 이를 갈수록 완화시켜 그 명확성 여

부 해석의 대상을 확장해 왔다. 즉 그 수권규정 그 자체 이외에 당해법

률의 다른 규정들이나 전체 규정과의 체계적 의미관련성 등 그 법률전체

의 해석을 통하여 그것이 명확히 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209). 또한 다른

규정과의 의미 관련성, 당해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 연혁 등을 감안

한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의해서 수권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

고210) 합헌적인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211). 때로는

206) BVerfGE 1, 14/60; 7, 282/301; 19, 354/361; 23, 62/72f.; 41, 251/266 등 참조.

207) BVerfGE 58, 257/277 참조; 김병화, 앞의 논문, 75면.

208) BVerfGE 2, 334; 7, 303 등 참조.

209) BVerfGE 8, 312; 28, 85 등 참조.

210) BVerfGE 19, 362 참조.

211) BVerfGE 7, 273; 8, 324 등 참조; 김병화, 앞의 논문, 80-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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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률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법률 또는 국제법상의 조약에 비추어 의

미를 연관시켜 명확성의 근거를 구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212).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대 이후로 명확성의 기준에 단계를 부여

하여 세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13).

우선 기본권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명확성의 정도를 세분화하고 있는

데214), 구체적으로는 일정의 특수한 기본권에 대한 규제는 명령이 아닌

오로지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행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문

제가 되는 기본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는 엄격하며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

다. 그와 반대로 기본권의 비본질적인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명확성의

기준은 완화된다.

다음으로 벌칙을 정하는 법규명령, 침해적 법규명령, 수익적 법규명령

등 3단계로 나누는 식으로 법영역의 차이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215). 즉, ‘수익적인 행위에 대한 수권의 법률상의 명확성의

정도에 대한 요구는 침해수권의 경우보다 적다’라고 하고 ‘침해법률 그리

고 특히 형법법률에 관하여는 수권규범의 내용적 명확성에는 엄격한 요

구가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12) BVerfGE 19, 31; 29, 210 등 참조.

213) 이러한 단계적 세분화는 본질성이론에서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립된 관점인 

‘규율의 효과(기본권적 중요성)’와 ‘규율대상의 특성’을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의 정도를 판단하

는 관점으로 도입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수웅, 앞의 논문, 615면.

214) BVerfGE 48, 222 참조.

215) BVerfGE 14, 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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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逸基本法 第80條 第1項 第2文의 ‘明確性原則’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의회는 법규명령에서 ‘무엇이 규정

되어야 하는지(내용)’, ‘그 규정이 어떤 목적에 기여할 것인지(목적)’, ‘그

규정이 어떤 범위 안에서 정하여질 수 있는지(범위)’를 수권법률에 충분

히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216). 이 때 위임의 내용, 목적, 범위는 그 기능

상 상호 중복되면서 보완하는 관계로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217).

이러한 ‘명확성요구’는 의회가 국가의 본질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

야 한다는 본질성이론 내지 의회유보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이들 원칙을

헌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8). 의회가 본질적인 것을 스

스로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만 행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19).

그런데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내용, 목적, 범위’로부터 곧바로

216) 법규명령제정자가 변화하는 관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권규정에 불확정 법개념과 일반조항

식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Schneider, a.a.O., Rdnr. 239; 연방헌법재판소도 “판례 및 이론을 

통한 수십 년에 걸친 발전으로 내용, 목적 및 범위가 충분히 정교하게 되었고 또 그 의미가 규

명되었으며 또한 법률 언어관용상 견고하게 된 일반조항으로 회귀하는 경우라면 문제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BVerfGE 54, 114 참조.

217) 연방헌법재판소는 위임의 목적에 근거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임의 목

적이 위임의 내용의 결정과 관련해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BVerfGE 8, 274/315, 또 위임의 

범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BVerfGE 8, 274/318 참조; 이처럼 목적에 의

해 내용이 구체화되고 범위가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김

병화, 앞의 논문, 75면.

218) Nierhaus, Bestimmtheitsgebot und Delegationsverbot des Art. 80 Abs. 1 Satz 2 GG 

und der Gesetzesvorbehalt der Wesentlichkeit, in: Burmeister, Verfassungsstaatlichkeit - 

Festschrift für Klaus Stern, 1997, S. 720ff.

219) 이는 규범적으로는 틀림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Schneider, a.a.O., Rdnr. 236; 김대현, 앞의 논문, 214-215면 등 참조). 가

령 환경보호법상 준수해야 하는 오염물질배출의 한계치는 국민의 건강보호,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정책 등 면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법률로써 정할 생각을 하

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한수웅, 앞의 논문, 602면 참조). 이처럼 본질성이론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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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220). 따라서 위임의 명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법 제80조의 헌법적 해석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요구’의 의미를 일반적인 법치국가원칙에 의

한 것으로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수권법률은

시민이 미리 법규명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확성 요구’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서의 명확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221) 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입법권의 보장을 위한 입

법권위임의 한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

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222). 또한 입법권위임의 대다수의 경우 수권

법률로부터 행정입법에 규율될 내용을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국민이 법률로부터 국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적 명확성의 요청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223).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명

시적으로 수권법률의 조문에 표시될 필요는 없고 당해법률의 다른 규정들

이나 전체 규정과의 체계적 의미관련성, 당해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

연혁, 합헌적 해석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권규정을 해석한 결과 예측가능하

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224).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완화되고 있는 경향도 명확성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225).

220) 위임의 ‘내용, 목적, 범위’란 위임의 명확성의 기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임의 

명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다. 김병화, 앞의 논문, 90면.

221)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80조의 명확성요구는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과 관련하

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BVerfGE 49, 89/127.

222) Schneider, Rdnr. 237 참조.

223) Staupe, a.a.O., S. 179f.; Busch, a.a.O., S. 135f. 

224) BVerfGE 36, 224/228; 19, 362; 7, 273; 8, 324 등 참조

225) 본질성이론의 모호성과 마찬가지로 입법권위임의 명확성요구의 완화는 오늘날의 행정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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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본법 제80조의 의회입법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취지에 비추

어226) ‘명확성요구’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명확성요구의 기준과 그 정도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가령 입

법권위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 공개성과 이

를 통한 이익조정기능을 갖춘 ‘의회입법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고도의 필

요성’ 등을 들 수 있고227) 이러한 입법절차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는 ‘사

안의 특성’은 입법권위임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228). 이들 기준

에 대한 규율대상의 부합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입법권위임 여부와 그 명

확성요구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第2節 獨逸의 議會直接統制

행정입법에 대한 우리의 미비한 의회직접통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독일의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폐지권유보 등 의회직접통제

수단을 분석함에 있어 우선 이들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허용된다

서 행정기관의 행정입법재량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226) 기본법 제80조의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명확성의 의미기준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3가지 기준 중 ‘입법자는 행정부에게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프로그램공식이라고 한다. Bryde, Art. 80, in: von Münch/Kunig, 
Grundgesetz-Kommentar, 5. Aufl., Bd. 3, 2003, Rdnr. 21.

227) Staupe, a.a.O., S. 113-128; Böckenförde, a.a.O., S. 384; 기본권적 중요성의 불명확성으

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는 의회유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의 

기준으로 보완하면 그 판단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한수웅, 앞의 논문, 601면. 

228) 수시로 변화하는 상화에 대처해야 하는 영역, 다양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거나 지극히 기술적∙

전문적인 분야, 사안의 전문적 구조와 본질에 의하여 특정 내용의 규율이 요청되는 경우, 행정

입법절차가 의회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적 논의와 이익조정기능을 보장하는 경우, 단지 법

률을 집행하는 행정입법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berle, Gesetzesvorbehalt und 

Parlamentsvorbehalt - Erkenntnisse und Folgerungen aus der jüngeren 

Verfassungsrechtsprechung, DÖV 1984, S. 49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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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의 논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거하

여 Ⅰ. 의의 및 유형, Ⅱ. 허용여부와 범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Ⅰ. 意義 및 類型

독일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주의 이익을 고려한 연방참사원의 동의제도

를 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대해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229).

그렇지만 실제 국가실무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동의권유보, 폐지권유보,

변경권유보, 행정입법의 제정 전에 행정기관이 의회에 통지하고 의회가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과 행정기관이 의회에 대하여 이유

를 제시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의회의 위

원회나 다른 기관에 의한 통제기능도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연방의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유

보, 폐지권유보 및 변경권유보이다230).

1. 法的 性質

의회관여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는 그 헌법적 정당

229) 다만 개정 전 독일기본법 제109조 제4항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각주 258 참조), 이 조문 때문에 헌법상 표현되어 있는 경

우와 다른 경우에는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학설(Kisker, Stern, 
Ossenbühl)과 판례(BVerfGE 8, 274/321)라고 한다. 김병화, 앞의 논문, 215면.

230) 김춘환, 앞의 논문,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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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그 허용여부와 허용범위 내지 한계 등 논의와 직접 관련되는 것

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의회관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동의권유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변

경권유보의 경우는 그 법적 성질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231).

우선 의회관여와 입법권위임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의회관여의

법적 성질을 유추해보고, 다음으로 동의권유보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계

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변경권유보에 의한 ‘제3의 입법수단의 창설’

문제의 검토를 통해 변경권유보의 법적 성질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고

자 한다.

(1) ‘Minus’ 혹은 ‘Aliud’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의회의 동의권유보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인 데 반해, 변경권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이다232).

이처럼 동의권유보와 변경권유보를 달리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하여는, 유보사항 없는 법규명령제정수권과 동의권유보

하의 법규명령제정수권을 비교하면 양자는 ‘대(大)와 소(小: Minus)’233)

231) Rupp, Rechtsverordnungsbefugnis des Deutschen Bundestages?, NVwZ, 1993, S. 758.

232) Bauer, Art. 80, in: Dreier, Grundgesetz Kommentar, 2. Aufl., Bd.Ⅱ, 2006, Rdnr. 30; 

Lücke, Art. 80, in: Sachs, Grundgesetz Kommentar, 5. Aufl., 2009, Rdnr. 43; Pieroth, Art. 

80, in: Jarass/Pieroth, GG Kommentar, 11. Aufl., 2011, Rdnr. 9; Brenner, Art. 80, in: von 
Mangoldt/Klein/Starck, Kommentar zum Grundgesetz, 6. Aufl., Bd. 2, 2010, Rdnr. 103.

233)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한다(BVerfGE 8, 274/321).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따르는 견해로는 Bauer(각주 232), Rdnr. 29; Brenner(각주 232), Rdnr. 101; 

Lücke(각주 232), Rdnr. 41; Studenroth, Einflußnahme des Bundestages auf Erlaß, Inhalt 

und Bestand von Rechtsverordnungen, DÖV 1995, S. 527 등을 들 수 있다.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입법자가 이미 입법권한을 온전하게 행정부에게 양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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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음에 반하여 유보사항 없는 법규명령제정수권과 변경권유보

하의 법규명령제정수권을 비교하면 ‘대와 소’의 관계가 아닌 ‘하나 그리

고 그와 다른 것(Aliud)’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다234). 즉 대는

소를 포함한다(a majore ad minus)는 논리법칙으로부터 법규명령의 근

거규정인 기본법 제80조에서 동의권유보부 법규명령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지만 변경권유보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동의권유보의 경우에도 ‘하나 그리고 그와 다른 것(Aliud)’의

관계로 보는 견해235)가 있다. 의회가 일정한 법규명령안(案)에 대해 동의

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거부는 결국 일정한 변경을 원한다는 것이고

의회가 법규명령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entscheidender Einfluss)을 미치

는 것이기는 변경권유보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동의권유보와 변경권유

보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236).

(2) 法定立(立法)行爲 또는 統制權

대다수 학설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의권유보를 완전한 위임에 대한 하

나의 감소(ein Minus)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입법권위임이라는 성질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관여를 법정립(입법)에 대한 참여라고 파악한다. 즉 의회는 법률제정권의

석된다면 그와 같은 위임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234) Lücke, a.a.O., Rdnr. 43.

235) von Danwitz, Die Gestaltungsfreiheit des Verordnungsgebers, 1989, S. 113f.; Rupp, 

a.a.O., S. 758.

236) Kotulla/Rolfsen, Zur Begründbarkeit von Zustimmungsvorbehalten zu Gunsten des 

Bundestages beim Erlass von Rechtsverordnungen, NVwZ 2010, S.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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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유보하고 이것을 동의권유보 등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행사한다

는 것이다237). 그런데 이 견해는 의회관여를 ‘법정립(입법)에 대한 참여’

라고 하면서도 ‘법률제정’은 아니라고 한다238). 따라서 동의는 ‘법률’형태

가 아니라 ‘의회의 결의’형태로 이루어진다239).

한편, 일부 학설은 동의권유보가 입법권위임의 ‘하나의 감소’가 아닌

‘그와 다른 것(Aliud)’이라고 한다240). 동의권유보를 입법권위임과 전혀

별개의 Aliud라는 것은 동의권유보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설명되

기도 하지만241) 의회의 참여권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일반적 통제권으

로 보는 견해에서도 거론된다242).

양 학설은 동의권유보의 허용한계를 달리 파악하고 있는데, 다수설은

판례가 판시한 바 있는 의회관여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이익을 그 한계

로 제시하고 있다. 즉 규율대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법규명령의 공포에

의 본질적인 영향을 유보한다는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에 동의권의 유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의회의 관여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이익은 법규명령에 대한 수권에 있어 당해 법규명령의 내

용이 법률규정에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243)에 인정된다고 한

237) BVerfGE 8, 274/322.

238) BVerfGE 8, 274 참조.

239) 의회관여를 본질적으로 법정립으로 본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법적 거부’를 입법행위로 파악

한 미연방대법원의 차다판결의 다수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사방법 내지 

절차에 있어 법률제정이 아닌 의회의 단순결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법률제정절차를 따

를 것을 요구한 미연방대법원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김대현, 앞의 논문, 67면 이하 참조.

240) 이 학설은 바이에른 헌법 제9조 제2항 제2문(바이에른 주의회는 법률제정기관으로서가 아니

라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참여권을 가진다)에 따른 법규명령에 관한 판례, 동의가 법률이 아닌 의

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점 등을 근거로 의회의 관여가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von Danwitz, a.a.O., S. 113f.; Rupp, a.a.O., S. 758. 

241) Kotulla/Rolfsen, a.a.O., S. 944.

242) 최정일, 앞의 논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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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4). 이에 대해 소수설에 의하면 행정부의 최종결정권과 핵심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고 한다245).

즉 다수설은 의회관여를 의회의 법정립행위로 보고 의회의 정당한 이

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의회관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소수설은 의

회관여를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으로 파악하고 그 통제의 한계라

고 할 수 있는 행정부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회관여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소수설에 따를 경우 의회관여의 허용성이 보다

더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246).

(3) 第3의 立法手段의 問題247)

개별법률에서 의회가 단순결의절차에 따라 법규명령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독일기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입법의 ‘혼합적’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본법이 예상하지 않았던 제3의 입법수단을 창

설해 내는 것이 된다고 한다248).

243) 이 경우 일응 수권법률 자체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

나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원칙에 대한 완화 추세의 해석에 따라 명확성원칙에 부합되지만 위와 

같은 일탈이 허용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탈허용 경우는 연방헌법재

판소가 말하는 의회가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후술하는 수권의 명확성이 

결핍된 경우(제3장제2절Ⅱ1.(6)참조)와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244) 최정일, 앞의 논문, 33면. 

245) 최정일, 앞의 논문, 39면.

246)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의회관여를 법정립으로 볼 경우 의회가 시

원적 입법권자라는 견지에서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인 것 같다. 하지만 

입법행위이냐 통제권이냐의 차이보다는 의회의 정당한 이익, 행정부의 핵심영역 중 무엇을 먼저 

비중 있게 고려하느냐가 중요하다. 후자를 먼저 고려하는 소수설이 이 점에서 그 허용성이 보다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247) 후술하는 Ⅱ. 3. 변경권유보의 허용성 참조.

248) Brenner, Art. 80, in: von Mangoldt/Klein/Starck,, Das Bonner Grundgesetz, 4.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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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변경권유보를 입법권 내지 법정립(입법)행위

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정립이 아닌 통제권으로 보면 변경권유

보의 허용성을 보다 쉽게 긍정할 수 있다. 우선 법정립행위의 ‘혼합적’

형태로서 제3의 입법수단을 창설하여 기본법에 반한다는 문제는 발생하

지 않는다. 의회의 단순결의에 의한 통제는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통제권으로 본다고 하여도 변경권유보의 허용성을 헌법상 전혀 문

제없이 설명할 수는 없다. 권력분립원칙상 국가기관간 통제는 그 대상전

부에 대한 가부통제로 이루어지고 내용수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이다.

2. 類型

(1) 同意權留保

동의권유보는 수권법률에서 법규명령의 제정 전에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동의권유보가 수반되는 법규명령 즉 동의법

규명령(Zustimmungsverordnungen)은 인가법규명령, 승인법규명령이라고

도 한다249). 이는 개별수권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의회의 결의

의 형식으로서의 동의가 주어져야 하는 것과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동의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나뉜다250).

Bd. 3, 2001, Rdnr. 98.

249) 최정일, 앞의 논문, 32면.

250)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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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소득세법(EStG) 제51조 제2항은 어떤 특별공제 또는 공제액

증액에 관한 연방정부의 법규명령에 연방참사원의 동의 외에 연방의회의

동의도 요구하고 한다. 이 때 연방참사원의 경우 3주(Wochen),

연방의회의 경우 4주 내에251) 동의 또는 (동의)거부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252). 이에 반해 동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정부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게끔 수권받은

법규명령은, 제한적 담세자(beschränkt Steuerpflichtigen)에 대해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라면 연방의회의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253).

그 외에도 환경친화성검사에 관한 법률(UVPG) 제3조 제1항 제3문,

수자원관리법(WHG) 제48조 제1항 제3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 연방의회가 법규명령 제정을 수권함에 있어 자신의

동의권한을 유보하는 일이 빈번하다254). 이러한 동의법규명령은 의회가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2) 變更權留保

변경권유보는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의 내용을 연방의회가 변경

251) 회기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4주의 기간은 도과한다. 하지만 4주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입

법기가 끝난다면 차기 연방의회에서 회합 개시 후 새로 온전한 4주 기간이 허여되어야 한다. 연

방참사원은 임기가 없는 계속적 연방기관으로서 입법기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불연속성 

문제가 없다. Schneider, a.a.O., Rdnr. 254.

252) 소득세법(EStG) 제51조 제2항 제4문의 내용이다. 

253) 소득세법(EStG) 제51조 제3항에는 동조 제2항 제4문과 같은 규정이 없다. Schneider, 

a.a.O., Rdnr. 253.

254) Kotulla/Rolfsen, a.a.O., S.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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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법(HGB) 제292조에 의하면 그 수권에 따라 연방법무부장

관이 제정하는, 모회사면책적 기업결합(befreiender Konzernabschlüsse)에

관한 법규명령은 제정 전에 연방의회로 이송되는데, 연방의회는 이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법무부장관은 연방의회의 결의에 기속된다. 하

지만 연방의회가 3 회기주(回期週, Sitzungswochen)가 도과하도록 당해 법

규명령안(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안(案)은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채 제

정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송된다. 또한 동조는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

하는데 필요한 수의 연방의회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연방의회는 그

법규명령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책임법(UmweltHG) 제20조 제2항, 유전기술법(GenTG)

제40조 제1항, 연방변호사법(BRAO) 제40d조 등을 들 수 있다255).

이러한 유보를 통하여 연방의회는 당해 법규명령을 단순 결의에 의하

여 직접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3) 廢止權留保

폐지권유보는 법규명령이 제정된 후에 연방의회가 이를 폐지(취소)할

수 있거나256), 그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법률에 유보해 놓

은 것을 말한다257). 이는 명령의 유효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

권유보와 같으며 명령의 내용에 대한 문제인 변경권유보와는 구별된다.

255) 김철용 외 2인, 앞의 책, 318면 참조.

256) 장영수, 앞의 논문, 54면.

257) 최정일, 앞의 논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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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본법 제109조 제4항 제2호의 제4문258)에는 일정한 법규명령에

대하여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개정되고 없지만 이를 근거로 현행 기본법 제80조의 범주 내에서

연방의회의 관여권한을 도출하기도 한다259).

그런데 폐지권유보의 경우 의회는 단순 결의를 통해 법규명령의 폐지

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의회가 스스로 명령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견

해260)가 있다. 의회에게 단순 결의를 통해 명령을 스스로 폐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형식의 엄격성과 헌법상 규정된

권한배분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법규명령을 의회의 단순결의

에 의해 직접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권은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없다고 한다261).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폐지권유보는 법규명령의 폐

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고만 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의 결의로써 법규명령의 폐기를 요구할 권한을 유보한 규정으로는, 대외

무역법(AußenwirtschaftsG) 제27조, 경제안정화법(WirtschaftssicherstellungsG)

제7조 제2항 제2문 그리고 경제안정및성장법(StabilitätsG) 제20조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258) 제109조(연방과 지방의 예산운용) ④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사원

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1. 영역단체와 목적단체에 의한 신용차금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을 유지할 연방과 지방의 의무(경기조정준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정부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법규

명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59)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60.

260) Studenroth, Einflußnahme des Bundestages auf Erlaß, Inhalt und Bestand von 

Rechtsverordnungen, DÖV 1995, S. 535.

261) Studenroth, a.a.O., S.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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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其他

그 밖의 의회관여 유형으로는 청문 내지 보고, 제출 등이 있다.

청문 내지 보고유보는 법규명령안(案)의 청문과 보고를 통하여 의회가

그 안(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규명령의 제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열어두고 이를 전제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발생케 한다는 점이 특징이

다262). 또한 청문 내지 보고유보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하고 법

규명령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위원회도 행

사할 수 있다263).

제출은 일정기간 내에 법규명령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수권법률이 요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의원들에게 법규명령의 존재를 알리게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

미를 갖는다. 이 때 그 법규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의회는 단순 결의에

의하여 그 이의를 행정부에 전달할 수 있지만, 의회의 단순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지시권(Weisungsrecht)으로 이해되고 있다264).

Ⅱ. 許容與否와 範圍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관여는 입법권위임의 본질 내지 성

262) 김용섭, 앞의 논문, 2012, 11면.

263)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65.

264) Hüser, Die Mitwirkung der gesetzgebenden Körperschaften an de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Dissertation Göttingen 1978, S.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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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행정입법제정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긍정되고 있다고 보

이지만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중 변경권유보에 대하여는 헌법상 허

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 있고 동의권유보의 경우에도 위헌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가 존재하는 등 의회관여의 헌법적 정당성 즉, 그 허용여부

와 범위를 둘러싸고 학계의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이하 1.에서는 의회관여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논점별로 고

찰하면서 이와 관련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분석한다. 이어서

특히 문제되는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등의 허용성에 관해 별도로 2., 3.

에서 각각 정리하고자 한다.

1. 憲法的 正當性

(1) 基本法上 根據規定의 不在

독일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주의 이익을 고려한 연방참사원의 동의제도

를 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대해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두고 행정입법에 대한 기본법의 태도는, 의회는 행정입법에 일정

한 내용, 범위, 목적 등의 수권규정을 두는 것에 만족하고 행정입법에 대

한 그 이상의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

가 있다265).

또한 법규명령제정권한의 수권에 관한 기본법 제80조, 의회의 연방입

265) 장태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관여-독일의 법규명령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6집,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9,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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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관여를 규정한 기본법 제76조 이하 등 규정들을 전통적인 법

해석방법론266)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동의권유보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견

해가 있다267). 이에 의하면 우선 기본법이 동의권유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문리해석268)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본법 제80조, 제76

조 이하 등 규정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할 때269) 기본법은 의회와 행정부

를 각각의 법창설기관으로 인정하고 그 각각의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는데, 동의권유보는 이와 같은 엄격한 구별을 깨뜨리는 것

으로서 관련 법규의 총체적 규율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또 객

관적∙목적론적 척도에 따른 해석270), 역사적 입법자의 규율의도를 고려한

해석271) 등에 의하여도 동의권유보는 행정부의 전문성, 신속한 대처 등

법규명령제정위임제도의 취지에 본질적으로 반하고 기본법 제80조에 관

한 입법자료로부터 동의권유보의 허용여부 판단에 대한 준거가 되는 내

용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동의권유보는 기본법 규정의 해석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

266) 전통적인 법해석기법론에 의거하자면 먼저 법문언(法文言)에 의거한 해석, 법규정의 의미관

련성(Bedeutungszusammenhang)을 고려한 해석, 객관적·목적론적 척도에 착안한 해석 그리고 

나아가서는 규범제정자의 규율의도(Regelungsabsicht) 규명을 통한 해석이 요구된다.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6. Aufl., 1991, S. 312ff.; Müller/Christensen, 
Juristische Methodic l, 10. Aufl., 2009, S. 323ff.

267) Kotulla/Rolfsen, a.a.O., S. 943ff.

268) 문리해석이란 일반적 언어관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 또는 일정 연관관계에 있는 어휘들

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Larenz, a.a.O., S. 320; 

Müller/Christensen, a.a.O., S. 323. 

269) 법규정의 의미관련성(Bedeutungszusammenhang)을 고려한 해석이다.

270) 객관적∙목적론적 척도에 따른 해석이라 함은 당해 법규범의 객관적 목적(objektiver Zweck) 

그리고 문제되는 모든 관련 이익들에 대한 균형잡히고 최적화된 고려 하에서의 합당성

(Sachgemäßheit)에 착안하는 해석을 말한다. Larenz, a.a.O., S. 333; 이러한 해석을 독자적인 

해석기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Müller/Christensen, a.a.O., S. 377 참조. 

271) 역사적 입법자의 규율의도를 고려한 해석이란, 문제되는 헌법 규정의 역사적 제정자의 의도

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해석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하는 점을 규명하는 일이다. Larenz, a.a.O., S. 

328; Müller/Christensen, a.a.O., S.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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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규명령은 의회의 입법권으로부터 도출된 파생적 권한이므로

의회는 기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성∙발령 및 존속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272).

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연방참사원의 동의제도는 연방참사원의 경우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일 뿐 이는 여타 국가기관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의 동의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예전 기본법 제109조 제4항 제4문은 법규명령에 대한 연방의회

의 폐기청구권(Aufhebungsanspruch)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본법

이 원칙적으로 그와 유사한 의회의 관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방증(傍證)이며, 이를 근거로 현행 제80조의 범주 내에서도 연방의

회의 관여권한을 도출할 수 있다273).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조문 때

문에 기본법상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협력이 불가능하다

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274).

(2) 權力分立原則

기본법상의 권력분립의 질서는, 기관신뢰의 원칙(Das Prinzip der

Organtreue)275)을 전제로 헌법상 규율된 권한배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272) Studenroth, a.a.O., S. 535.

273)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60; 그러나 동 조문은 예산회계

법적인 특수문제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문제에 특별한 규정일 뿐 일반 법률로써 법규명령에 대

한 의회의 동의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

다. Kotulla/Rolfsen, a.a.O., S. 944.

274) BVerfGE 8, 2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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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할영역 및 책임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 요청된다. 이처럼 3권은 각각의 권한질서와 책임, 절차의 준수에 의한

적정한 결과의 보장 등의 구조 하에 있다276).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관여는

문제될 수 있다277).

1) 機能에 適合한 權限配分

의회관여에 대한 비판론은 행정부가 수권규정의 내용, 목적 및 범위 내

에서 일의적으로 명백하게 명령을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의회관여에 의해

폐기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는 기관신뢰의 원칙과 기능적

권한배분에 위반된다고 한다. 행정부의 입법권한이 의회의 입법권으로부

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타인의 입법권 행사를 위탁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행정부는 일정한 사항을 위임명령에 의

해 독자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행정은 행정입법권을 행

사함에 있어서 의회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고유한 책

임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령 기술적∙전문적이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분야의 경우 그 사안의 결정에 있어 의회에 비해

275) 합리적 국가기능의 수행을 위해 권한을 분배받은 헌법기관들이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헌법상의 다른 기관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시에는 스스로 자

기제한을 가함으로써 기관간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고려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통일적인 기능수행에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 

Schenke, Die Verfassungsorgantreue, 1977, S. 42f.

276) Sommermann, Verordnungsermächtigung und Demokratieprinzip, JZ, 1997, S. 440f.

277) 오늘날 권력분립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분할하고 이를 통해 

억제와 균형을 요구하던 종래의 소극적 관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개의 권력을 구성

하고 그 권한을 확정∙한정하며 그 협력을 규율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국가권력의 통일로 이

끌어가야 하는 질서로 이해하는 입장(Konrad Hesse(계희열 역), 앞의 책, 300-301면 참조)에 

비추어 ‘권력의 협력’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관여를 권력분립 관점

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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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행정부의 입법권이 정당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유보되어 있다. 다

만 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 원칙을 깨뜨리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위임

을 인정하고 있다278). 의회의 관여권이란 이러한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

를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279). 의회가 입법권을 위임하더라도 의회는

자신이 보유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의회관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율

대상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면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해

의회는 법규명령에 대해 관여를 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있고280) 대의기

관으로서의 의회는 기본법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의사

형성에 반한 명령의 제정을 강요할 수 있는 점에서 국가기관간의 신뢰원

칙의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281).

다만 의회관여가 제한 없이 인정될 수는 없다. 의회관여로 인해 행정부

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가 이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된다. 즉 의회는 입법권을 위임함에

있어서 관여권을 유보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것이 의회의 명령제정권을 초

래해서는 안 된다282).

이러한 점에서 특히 변경권유보의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권력분

립 위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283). 변경권유보는 의회의 단순결의

278) BVerfGE 8, 274/322.

279) Studenroth, a.a.O., S. 528ff.

280) Lepa,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Rechtsetzung durch Rechtsverordnung, 

AöR 105, 1980, S. 349.

281) 장태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관여-독일의 법규명령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6집,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9, 337면 참조.

282) Studenroth, a.a.O., S. 528ff.

283) 후술하는 3. 변경권유보의 허용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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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규명령의 내용의 변경을 가함으로써 엄격한 법률제정절차를 회피하

고 그 내용을 스스로 규율함으로써 ‘은폐된 의회의 법규명령제정

(verdeckte parlamentarische Verordnungsgebung)’을 초래하는데 이는 기

본법상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분배와 책임영역에 반하고 허용되지 않

는 이질적 제도에 의하여 권한의 혼합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기본법이

예상하지 않았던 제3의 입법수단을 창설해 내는 것이 된다고 한다. 또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법규명령제정을 의회가 강요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진정 변경권유보284)’는 헌법상 행정부의 활동의 핵심영역을 침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책임의 귀속도 불분명하게 만든다고 한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원칙 때문에 동의법규명령이 금지된

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명령의 공포에

의 본질적인 영향을 유보한다는 의회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의권 유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85).

2) 責任歸屬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관여는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법규명령을 제정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관여를 통해 의회가 법규명령에 대한 공동책임을

284) 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는 법규명령 중에서 그에 대한 수권규정에 의하여 행정부가 그 법규명

령을 제정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의회가 수정결의한 법규명령을 행정부는 공포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반면 부진정 변경권유보의 경우 행정부는 의회의 수정결의에 따라 명령

을 공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변경권유보가 허용되지만 전자의 경우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Sannwald, Art. 80, in: Hofmann/Hopfauf, Kommentar zum 

Grundgesetz, 12. Aufl., 2011, Rdnr 121 참조.

285) BVerfGE 8, 2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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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다는 견해가 있다286). 그러나 다수의 학설은 행정부에 의해 적법하

게 제정된 명령의 내용에 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경권유보의 경우

책임영역이 혼합되고 이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한다287). 의회는 기본

법 제80조에 따라 입법권을 위임할 수 있지만 의회의 책임은 수권법률에

한정되고 그 다음부터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명령의 내용에 대

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시정할 의무는 행정부만이 질 수 있고 의회는 이

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변경권유보의 경우에는 단순히 법규명령의

초안이 효력을 발생할 지의 여부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당해 초안이 의

회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동시에

행정부의 책임도 부인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288).

동의권유보에서도 책임귀속은 문제된다. 동의권유보를 반대하는 일부

학설에 의하면 행정부의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은 책임의 이전

을 가져오고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균형의 이전을 가져올 우려가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의회의 참여에 의해 떠맡는 공동책임은 내부적인 것

이고 외부관계에서는 언제나 법규명령제정자인 행정부가 유일한 책임부

담자이다289).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의법규명령 즉 동의권유보부 법규명령의 제정에

대한 수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의 명확한 구별을 어렵게 한다. 그러

나 이런 수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완전한 위임과 비교해 볼 때 하

286) 공동책임을 인수함으로써 법규명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한다고 한다.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46, 62.

287) Studenroth, a.a.O., S. 529.

288) 장태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관여-독일의 법규명령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6집,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9, 339면.

289) von Danwitz, a.a.O., S. 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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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감소일 뿐이고 어쨌든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영역에 대

하여는 독일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290) 동의권유

보의 경우 책임귀속은 불명확하지만 이것이 헌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3) 節次的 正當性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관여에 있어 그 절차를 통한 정당성의 보장은 법

치주의적 요청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수권법률, 의회유보사항 등은 입법절차에 의하는 것

과 달리 의회의 단순결의에 의해 변경되는 변경권유보부 법규명령의 경

우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가 문제된다. 기본

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명확성요구의 요건 및 본질성이론과 결합된 의

회유보는 기본법에 상세하게 규정된 여러 단계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

는데 이는 의회의 여러 독회와 해당위원회의 토론이 보장되는 절차만이

본질적 문제에 대한 결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변경권유보부 법규명령의 경우 연방의회는 한 번의 의회결의에

의하여 명령에 대한 수정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의회결

의를 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의사형성과 같은 성질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초안 제정절차가 본질적인 점 내지 중요한 부분

에서 법률초안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 입법절차가 아닌 간소한 의회결

의절차를 통해 명령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291).

290) BVerfGE 8, 2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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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의법규명령에서의 의회관여는 법률제정이 아

닌 입법에 대한 참여로 파악하고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법률안

의 처리와 동일한 입법절차가 아닌 의회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

시한 바 있다292).

(4) 民主的 正當性

행정부도 기본법상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의회

의 법정립유보론은 오늘날 민주적 법치국가시대에는 적절치 못하며, 의

회를 민주적 의사형성의 중심기관으로 보는 전통적 이론에서 벗어나 행

정부를 정책주도적인 법정립의 중심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

해가 있다293).

그러나 외부법규의 제정권을 의회에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서 특히 요구되는데,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민대표기관으

로서 월등히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연

방헌법재판소도 “독일기본법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있어 입법부인 의회

에 법정립의 헌법상 임무가 주어진다. 의회만이 이것에 대한 민주적 정

당성을 가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94).

위임명령에 대한 의회관여, 특히 변경권유보의 경우도 민주주의적 관

점에서 보면 의회의 높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 헌법적 정당성을 큰

291) 장태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관여-독일의 법규명령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6집,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9, 338면.

292) BVerfGE 8, 274 참조. 

293) 최정일, 앞의 논문, 25-29면 참조.

294) BVerfGE 95, 1/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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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5) 行政立法의 趣旨와의 調和

의회관여는 의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술적∙전문적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행정입법의 제도취지에 반할 수 있

다295).

동의권유보는 행정입법의 이와 같은 제도취지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

고 하는 주장이 있다296). 의회가 행정부에 법규명령제정을 위임하면서

자신의 동의권한을 유보하는 것은 한편으로 행정부가 세부사항들을 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는 합당한 내용으로 잘 규율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자

신의 본래 판단과 모순되는 행태로 나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가 법규명령안(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당해 규율대상에 있어서 탄력성 있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 하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297). 이는 기본법 제80조의

의미와 취지를 우선 첫째로 행정부가 의회에 비해 보다 더 현실에 근접

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세부사항들을 보다 더 잘 규율할 수 있다는

점298), 그리고 둘째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행정

295) Klotz, Das Aufhebungsverlangen des Bundestages gegenüber Rechtsverordnungen; 

eine Untersuchung zu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exekutivischer Rechtsetzung,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zu München, 1977, S. 53.  

296) Kotulla/Rolfsen, a.a.O., S. 945.

297) 이 견해는, 의회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법창설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당해 법규명령의 제정 및 그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

당한 이익이 존재한다면 법규명령제정수권을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BVerfGE 8, 274/321)은 행정입법제도의 본래 취지와 조화되지 못한다

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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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규율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299)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규명령을 입법부의 통제 하

에 두는 것이 기본법 제80조의 보다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300). 또

한 의회관여가 인정될 수 있는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와

행정부의 세부적 사항의 규율이라는 취지가 조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없

고 처리기간 설정 등 절차적으로 신속한 대처에 대한 보완을 기할 수 있

으므로 행정입법의 취지에 의해 의회의 관여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수 있다.

(6) 基本法 第80條 第1項 第2文의 ‘明確性原則’과의 問題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은,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수권에 기하

여 제정될 법규명령의 내용을 국민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수권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01). 이처럼 시민의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과

또한 그와 동시에, 명확성원칙은 행정부의 규범정립에 대한 지침302)을,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위임명령에 대한 의회관여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298) Pierroth, a.a.O., Rdnr. 1. 

299) Bauer, a.a.O., Rdnr. 11.

300) Gassner, Parlamentsvorbehalt und Bestimmtheits-grundsatz, DÖV 1996, S. 18f.

301) BVerfGE 1, 14/60; 7, 282/301; 19, 354/361; 23, 62/72f.; 41, 251/266 등 참조.

302) 프로그램공식을 말한다. BVerfGE 5, 71/77; 8, 274/307-311, 313f.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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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입법권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명령의 내용이나 존속 등을 의회관

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경우 국민들이 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할 수 있고

행정부의 법규명령제정권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데303) 이를 명확성원

칙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와 조화를 이룬다고 하여야 하

는지 등이 문제 된다.

일부 학설에 의하면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설정한 수권의

범위를 의회가 자의적으로 변경권유보의 행사에 의하여 축소시키는 것은

동조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며 따라서 변경권유보는 위헌이라고 한다304).

그러나 명확성원칙을 파악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공식에의 의존에서 탈

피하고 이를 의회와 행정부의 기능분화 내지 권한배분의 문제로 볼 경

우305) 기본법의 명확성조항이 의회관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

며 따라서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변경권유보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306), 오히려 수권의 명확성의 결핍307)을 변경권유보

등 의회관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하겠다.

303) 특히 연방의회가 그 내용을 수정 결의한 법규명령을 행정부가 공포할 수밖에 없는 진정 변

경권유보의 경우 의회가 어떠한 변경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법규명령제정

자는 그 한도에서 자신의 명령제정권한이 완전히 불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304) Sommermann, a.a.O., S.440f.

305) 전술한 제2장 제1절 Ⅲ. 2. (3) 2), 제3장 제1절 Ⅲ. 2. (2) 등 참조.

306)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의법규명령에 대한 수권도 독일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요

구에 적합하여야 한다면 그 명확성은 법규명령이 동의를 요하는 전제요건과 무관하게 존재하여

야 한다. 수권은 연방의회가 특정 법규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 연방의회의 동의의 필요성은 단지 그 행사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BVerfGE 8, 274. 

307) 수권의 명확성의 결핍은 그 규율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 의

회가 직접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정부에 입법권위임을 하더라도 그 상세한 

사전계획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고 이때 ‘결핍’이란 명확성원칙의 위반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모자람을 말한다. 오늘날 의회의 현실적 한계, 명확성기준 내지 요구정도 등 명확성조항

의 해석에 있어 점차 완화된 경향을 보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 등으로 인해 수권의 명확성 

결핍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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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완조치는 국가실무나 판례, 학설 등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인

정되고 있다고 보지만308),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문언을 이유로

수권의 명확성 결핍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의회관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309). 동조에서는 명백히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가 법규명

령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권에 의하여 수권의 명확성의 결핍을 보완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법규범에 기한 행정행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의 여

부를 수권규정 등 법률에 의하여서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권

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반드

시 법치국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원칙에 비추어

의회는 법률제정자로서 행정부에 대해 사전설계를 행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국정의 통제자로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며, 특히 기본권

과 관련한 법규명령 제정의 경우 수권법률의 명확성 결핍을 보완하기 위

한 의회의 이러한 통제 즉, 의회관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310).

(7) 聯邦憲法裁判所의 ‘正當한 利益’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도

록 하는 법률규정은, 한편으로는 법창설을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대한 입

308)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23; Kisker, Gutachten für die 

Kommission Schulrecht des Deutschen Juristentages, in: Kisker/Scholz/Bismark/Avenarius, 
Schule im Rechtsstaat, Bd. Ⅱ, 1980, S. 139ff. 

309) Uhle, a.a.O., S. 339ff.

310) Kisker, Gutachten für die Kommission Schulrecht des Deutschen Juristentages, in: 

Kisker/Scholz/Bismark/Avenarius, Schule im Rechtsstaat, Bd. Ⅱ, 1980, S. 46ff., S. 139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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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규율이 이루

어질 대상의 의미로 인하여 법규명령의 제정여부 및 내용에 결정적인 영

향을 유보하는데 대한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라면 기본법에 합치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311). 즉 판례는 입법

권위임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더불어 사안의 중요성으

로 인하여 법규명령의 제정에의 본질적인 영향을 유보한다는 의회의 정

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의권의 유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변경권유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다 하겠다.

Uhle는 의회와 행정부의 입장의 조화 내지 조절, 법규명령에 의한 법

정립의 효율성, 독일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상의 수권의 명확성 요구

의 전제요건의 준수, 법규명령의 제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필요성, 부담

경감 효과312) 등을 위해 법규명령의 제정에 연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고 한다313). 이 같은 요소들은 본질성이론과 함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

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경우로는 첫째, 가령 관세

∙관세율 및 가격통제분야와 같이 신속히 변동하는 국제상황에 국가의

규율을 지체 없이 적응시킬 불가피성이 있는 영역으로서 오직 행정입법

의 형식에 의한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해당 규율이 경제적∙경제

정책적 파급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입법부가 해당 규율의 제정에 관여

할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314) 둘째, 특히 환경법분야에서처럼 그 규율이

311) BVerfGE 8, 274/321.

312) 연방헌법재판소도 “입법부가 법규명령에 동의하는 절차는 법률제정절차에 비하여 훨씬 간편

하다.”며 의회의 부담경감을 고려하고 있다. BVerfGE 8, 274/321.

313) Uhle, a.a.O., S. 20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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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법률로써 상세히 이

를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315) 셋째, 법규명령제정권자의 명령제정행위에

관여하지 않고는 의회가 그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同意權留保의 許容性

기본법 제80조 제2항은 독일이 연방제를 채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정

한 법규명령의 경우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

다316). 그 이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권법률에 의하여 연방의회, 나아

가 동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연방의회의 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317)도 있다.

먼저 의회위원회의 동의권유보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318). 위원회는 특히 본회의에 비해 전문성 있는 의원의 심도 있는 심

사가 가능하므로 의회관여의 기능에 더 적합하고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동의권유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

314) BVerfGE 8, 274/321 참조.

315) Brandner, § 59, in: Fluck, Kreislaufwirtschafts-, Abfall- und Bodenschutzrecht 

Kommentar, Bd. 2, 2002, Rdnr. 38.

316) 독일의 연방참사원은 각 주(란트) 내각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는 행정사무의 

대부분을 주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연방참사원을 이 명령의 제정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의견을 행정입법에 반영하는 의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김남진, “행정

입법과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미국과 독일의 그것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2007. 9, 30면.

317) 연방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위원회의 관여가 없지만 주에는 상당히 있다.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64.

318) Uhle, a.a.O., S. 20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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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319) 의회관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전체로서의 의회 즉

본회의이며 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독자적 동의권유보는 위헌이라는 견해320)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의회위원회에 대해 독립적으로 법정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321).

연방의회의 동의권유보에 대하여는 대다수 학설이 그 허용성을 일반적

으로 긍정하고 있다.

긍정설은 과거 전례들에 따라서 동의권유보부 법규명령을 허용해 온

국가실무의 전통을 거론한다322). 동의권유보는 독일 제국시대(Kaiserzeit)

이래의 오래된 국가실무이므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독일기

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323). 또한 개정 전 기본

법 제109조 제4항 제2호의 제4문324)이 일정한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연방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 정

확히는 폐지권유보이지만 동의권유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

의권유보의 명시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

다.”는 논리법칙으로부터 동의권유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동의권유

319) von Danwitz, a.a.O., S. 119ff. 

320) Grupp, Zur Mitwirkung des Bundestages bei de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DVBl 1974, S. 180f.; Brenner, a.a.O., Rdnr. 99.

321) BVerfGE 4, 193/203.

322) 국가실무는 과거부터 내려온 전례들(1869년의 북독일연맹선거법 제15조 제2항, 연합경제구

역시대의 사례 등 BVerfGE 2, 237/255f.; 4, 193/203)에 따라서 동의권유보를 인정해 왔는데 

이는 독일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BVerfGE 8, 274/274.

323) Rupp, a.a.O., S. 757; Kisker, Gutachten für die Kommission Schulrecht des 

Deutschen Juristentages, in: Kisker/Scholz/Bismark/Avenarius, Schule im Rechtsstaat, Bd. 

Ⅱ, 1980, S. 26ff.

324) 각주 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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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의회가 자신이 스스로 행한 입법권위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입

법권의 완전한 위임과 비교할 때 하나의 감소일 뿐인 것이다325).

그런데 동의권유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행정부의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은 책임의 이전을 가져오고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간

의 균형의 이전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관련 헌법 규정의

해석에 의할 때 법규명령의 제정이 연방의회의 동의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한다326).

그러나 동의권유보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효력발생이 의회의 결정을 필

요로 하지만 이때의 공동책임은 제한된 입법권위임에 기한 내부적인 것

이고 대외적인 법적 책임은 행정부만이 지는 것이다327). 또 독일기본법

제80조 제1항이 연방의회의 동의권유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동의법규명령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328) 기본권 등 관

련 헌법 규정과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 내지 원

리 등에 비추어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유보 등 의회통제는 기본법에 이

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329).

이처럼 동의권유보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동의권유보의 헌법적 허용성을 ‘정

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에 의해 제한하려는 견해가 있다330). 즉 한편으로

는 의회가 행정부에게 입법권을 위임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다른 한편으

325) BVerfGE 8, 274/322.

326) Kotulla/Rolfsen, a.a.O., S. 943ff.; 전술한 본장 제2절 Ⅱ. 1. (1) 기본법상 근거규정의 부재 참조. 

327) von Danwitz, a.a.O., S. 63ff.

328) BVerfGE 8, 274/274.

329) Krebs, Kontrolle in staatlichen Entscheidungsprozessen, 1984, S. 143.

330) Hüser, Die Mitwirkung der gesetzgebenden Körperschaften an de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Dissertation Göttingen 1978, 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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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당해 규정의 중요성 때문에 명령의 발령이나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영향력 행사를 유보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331). 이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나 정당한 이익이

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332).

3. 變更權留保의 許容性

대부분의 학설은 변경권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변경권유보의 경

우 의회는 법규명령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방의회

가 관여하는 법규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76조 이하의 엄격한 법률

제정절차에 따르지 않는 탈법적인 수단이라는 견해가 대다수 학설의 입장

이다333). 특히 의회가 행정부의 법규명령안(案)에 대해서 그 제정 전에 법

적 구속력 있는 변경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면 기본법상의 법률제정절차규

정들이 형해화된다고 한다334).

연방의회의 변경권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다수 학자들의 견해

331) BVerfGE 8, 274/321.

332) Hüser, Albert, a.a.O., S. 123f.

333) Studenroth, a.a.O., S. 534; Konzak, Die Änderungsvorbehaltsverordnung als neue 

Mitwirkungsform des Bundestages bei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DVBl. 1994, S. 

1111.

334) Kotulla/Rolfsen, a.a.O., S. 944.



- 93 -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35).

변경권유보에 의해 의회가 단순결의에 의해 법규명령을 변경하는 것은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행정부가 법규명령을 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의회가 법률제정절차를 따르는 것도 아

니며 특히 진정 변경권유보의 경우 의회에 의해 수정된 내용이 행정부에

게 구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 내용의 최종결정권이

행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경권유보는 법정립행위

의 혼합적 형태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의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336).

그러나 기본법은 입법의 형식에 있어 법률이나 법규명령만을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입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제3의 입법수단을 창설해

내고 ‘은폐된 의회의 법규명령제정’을 초래하는 변경권유보는 법치국가원

리가 요구하는 형식의 엄정함,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방식, 절차 등 원칙

에 어긋나는 것이다337). 또한 의회가 독일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설정한 수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변경권유보의 행사에 의하여 축

소시키는 것은 동조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본다338).

한편, 민주주의원리로 보면 변경권유보는 의회의 보다 높은 민주적 정

당성으로 그 허용성을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의

회가 본래의 입법권자라는 사실도 변경권유보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입

법권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335) Schmidt, Die Beteiligung des Bundestages bei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2002, 

S. 144ff. 참조.

336) Rupp, a.a.O., S. 758.

337) Rupp, a.a.O., S. 758.

338) Sommermann, a.a.O., S. 4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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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피위임자에 대한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독’의 권

한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39).

또한 권력분립원칙 관점에서 보아도 문제가 많다. 특히 진정 변경권유

보의 경우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변경된 내용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자

신이 원하지 않았던 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행정

부의 활동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책임의 귀속도

불분명하게 만든다340).

따라서 의회가 법규명령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법률의

형식과 법률제정절차를 통해서 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만이 법률우위의

원칙과 기본법상 부여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배분이 지켜질 것이

다341).

이에 반해 변경권유보가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는 소수견해도 존재한다.

변경권유보는 이른바 ‘예견되는 동의(antizipierten Zustimmungserteilun

g)342)’라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결의(Maßgabebeschluss)343)와 결부된 동의

권유보보다 명령제정에 대해 의회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경권유보는 의회가 법규명령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

339) Rupp, a.a.O., S. 758f.

340) Sommermann, a.a.O., S. 440f.

341) Brenner, Art. 80, in: von Mangoldt/Klein/Starck, Das Bonner Grundgesetz, 4. Aufl., 

Bd. 3, 2001, Rdnr. 98.

342) 연방참사원의 조건부결의는 내용적으로 연방의 규율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연방

정부가 연방참사원의 조건부결의에 따라 명령을 수정한 경우를 ‘예견되는 동의’로 이해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Scholz, Die Zustimmung des Bundesrats zu Rechtsverordnungen des 

Bundes, DÖV 1990, S. 457.

343) 명령에 대한 동의권은 동의 혹은 동의거부 등으로 조건 없이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

법실무상 의회에 일정한 내용의 수정요구와 연계하여 동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조건부 결의(Maßgabebeschluss)라고 한다. Scholz, a.a.O., S. 4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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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344).

그 근거로서 첫째, 의회가 수권의 내용, 목적, 범위 등을 오직 제한적

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권규정에 따라 제정된 명령에 대해

의회의 단순한 동의 혹은 거부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

우에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변경권유보는 입법권의 광범위한 위임에 대한

의미 있는 교정수단이 될 수 있고345) 둘째, 무엇보다도 입법권한이 개별

수권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346).

Ⅲ. 小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기본법상 수권법률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대해 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방의회의 동의권유보는 기본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개별법률은 동의권유보를 널리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의 학자들은 이를 법리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방헌법

재판소도 1958년 판결을 통해 동의권유보를 허용했다347). 다만 변경권유

보의 경우 그 허용여부가 심하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위헌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344) Sannwald, Art. 80, in: Hofmann/Hopfauf, Kommentar zum Grundgesetz, 12. Aufl., 

2011, Rdnr 121.

345) 이는 수권의 명확성의 결핍을 보완하는 의미도 지닌다 할 수 있다. 전술한 제3장 제2절 

Ⅱ. 1. (6) 참조.

346) Sannwald, a.a.O., Rdnr 121.

347) BVerfGE 8, 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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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권유보 위헌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변경권유보가

‘은폐된 의회의 법규명령제정’을 초래하고, 기본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3

의 입법을 창설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비켜서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의회가 문제되는 사안을 위

임하지 않고 처음부터 법률로써 제정하거나 둘째, 위임이 불가피하다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의 내용을 의회가 새로이 법률로써 변경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경우는 의회의 현실적 한계 등이 문제 되는데 이는 앞서 제2장

제1절 Ⅱ. 1. 행정입법의 필요성 항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둘째의 경우

새로이 변경한 규정은 법규명령의 변경임에도 그 형식은 엄연히 법률이

므로 더 이상 행정부에 의해서는 변경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법규명령을 변경하는 법률에 “당해 법률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원래의 수권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구절을 부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348)가

있다349). 그런데 이 견해는 입법절차와 법규명령제정절차가 혼합되면서

그 결론 또한 뒤엉킨 측면이 있다350). 정히 의회가 법률로써 법규명령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둘째 방법처럼 수권규정을 그대로 두고 법규

명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규율을 법률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수권법률을

폐지하고 그 규율사항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간명하고 타당한 방법이

라 본다351). 일회만 법률로 변경하고 이후 행정부가 법규명령으로 변경

348) 김병화, 앞의 논문, 223면.

349) 이 때 법규명령 중 법률에 의해 변경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변경하는 법률의 일부를 이루

지만, 법규명령에 의해서 다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350) Studenroth는 “의회는 법규명령제정권 및 변경권을 행사하는 법률제정권자로서 기능하게 된

다. ‘법규명령변경적법률제정권자(Rechtsverordnungsändernder Gesetzgeber)’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주장하며 위 둘째 방법은 절차 및 형식의 엄격성 요구라는 법치국가적 관점에

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김병화, 앞의 논문,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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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합당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먼저의 수권법률을 폐지하여 이에

기한 법규명령을 무효화시킨 연후에 새로운 수권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결국 이상의 두 가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효율적 실현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변경권유보를 입법권 내지 법정립행위가 아닌 통제권으로 파악

하는 견해에 따르면 의회의 단순결의에 의한 통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점에서 변경권유보가 법정립행위의 혼합적 형태로서 제3의 입법수단을

창설하여 기본권에 반한다는 주장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권위임이 피위임자에 대한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독’

의 권한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의회가 본래의 입

법권자라는 사실도 변경권유보의 근거로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

가 있지만 변경권유보를 행정감독에 견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행정부의 명령제정권에 대한 의회관여는 의회통제의 문제이지 행정부 내

부의 상하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상의 위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변경권유보는 양 기관의 책임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비판

도 문제되지 않는다.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책

임을 지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지만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여 개

별수권법률에 변경권유보가 설정된 경우는 의회입법권에서 파생된 통제

권의 문제로서 의회의 책임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의회는 모

든 본질적인 결정을 법률에 의해 행하여야 하지만 본질적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352) 이 때 입법부의 정당한

351) 행정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법인 법률을 개폐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이긴 하나 형

식상으로나 그 효율성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입법의 제정

절차에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이다. 장영수, 앞의 

논문, 37면.

352) 각주 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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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존재하는 변경권유보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경권유보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연

방헌법재판소가 동의권유보의 허용성을 긍정한 판례에서 그 기준으로 제

시한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의권유보 뿐만 아니라 변경권유보도 의회관여로서 헌법

상 원칙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위헌론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해석상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353). 이는 종국적으로 헌

법 개정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353) 가령 변경권유보를 통제권으로 파악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제3의 입법수단’ 논란을 비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변경권유보는 그 대상전부에 대한 가부 통제가 아닌 내용의 일부 내지 

전부수정 통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제3의 입법수단’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로 

회귀할 수 있다. 전술한 제3장 제2절 Ⅰ. 1.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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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行政立法에 대한 國會의 直接統制 改善方案

第1節 序說

우리나라는 직접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 제98조의2 상의 행정

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첫째, 법령이 제∙개정

되기 전단계의 통제가 아니라 법령이 제∙개정되고 난 후의 사후적인354)

통제이고 둘째, 제출 및 검토 대상, 검토 기준, 검토내용에 대한 시정요

구가 아닌 통보 등 면에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셋째, 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노정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으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행정입법의 효력발생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

거나, 일단 성립되어 유효하게 시행 중인 행정입법의 효력을 사후에 소

멸시키거나, 의회가 제정한 행정입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시키는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법인 의회의 동의권 또는 폐

기권 및 변경권 등의 유보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355). 그러나 현대행

정국가현상의 심화와 특히 행정부 위주로 고착화된 우리 법제현실 등으

로 인한 행정입법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에 대한 강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충족시켜 줄 국회의 직접통제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354)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안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전적 통제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55) 헌법 제76조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승인을 요하고 승인을 얻지 못

한 때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서 통상적인 행정입법

에 대한 통제로 보기 어렵다.



- 100 -

이하에서는 현행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

제,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직접통제수단 도입방안 등을 차

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第2節 行政立法의 國會提出 및 檢討制度 改善方案

제도의 내용과 연혁을 개관하고, 이어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을 서술하고자 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한계와 운용상의 문

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본절 Ⅱ. 1.에서 4.까지 소주제별로 나

누어 개선방안과 함께 검토하고 후자는 Ⅲ. 소결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Ⅰ. 制度 槪觀

국회법 제98조의2 상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행정입법 제출의무와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

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

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

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출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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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

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

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97년 처음 제도 도입 당시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

규∙고시 등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회

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에 송부하도록 하였을 뿐 제출

된 행정입법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다. 이후 2000년

개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356). 또 2002년

개정에서는 제출기한을 종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고 제출기한을 준

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에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통보에 대한 해당 기관의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

고 있다.

356) 1998년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의 건의안에 따른, 2000년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는 “상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당해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

치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심사’와 ‘시정요구’가 ‘검토’와 ‘통보’로 수정되었고 ‘적정성’ 

심사는 삭제되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 국정통제권을 통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독립기관의 

규칙 등을 포함한 행정입법의 문제를 심사하고 시정요구해 왔는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기 위해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정요구권이 아닌 통보

만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재룡, 앞의 논문, 

187-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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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問題點과 改善方案

1. 提出對象의 問題

(1) 提出對象의 縮小與否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는 1997년 신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

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훈령∙

예규∙고시 등을 제출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회와 행정부 부담 등을 고려할

때35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358)가 있다. 제

출하고 접수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등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이유로 제출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동의

하기 어렵다. 또 훈령∙예규∙고시 등의 제1조(목적) 조항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명시하고 있어 제출대상

이 불명확하다 할 수 없고, 오히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해석상 인정되

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이에 한정하는 것이 그 범위를 불분명하게

한다 할 수 있다.

행정입법 제∙개정 등의 내용을 적시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

357) 행정입법을 제∙개정, 폐지 시마다 방대한 양의 문서를 다시금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

한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과중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김용

섭, 앞의 논문, 2004, 32면.

358) 남도환, 앞의 논문,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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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 정책에 대한 경각심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대로

모든 행정입법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獨立機關의 規則 및 內規 提出與否

현행 국회법상 제출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함에 따라 헌법

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법원규칙(헌법 제108조)∙헌법재판소규칙(헌법

제113조 제2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 제114조 제6항)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규칙(감사원법 제52조) 등과 대법원예규, 헌법재

판소내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 감사원 훈령 등 각종 내규 등은 제

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법규성이 인정되는 대법

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감사원규칙 등은 헌

법 및 법률의 취지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

이 국회의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제출대상으로 삼아

야 한다. 또한 대법원예규, 헌법재판소내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 감

사원 훈령 등 각종 내규도 국회법 제98조의2 제도 취지상 제출대상에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입법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제출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으

로 하고, 제출받는 객체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359).

359) 최민수 외 7인,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연구논문집, 국회사무처, 2011. 10,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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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檢討對象의 問題360)

(1) 法令補充的 行政規則 包含與否

현행법상 검토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있는데,

행정규칙 중에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

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총리

령, 부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차원의 통제가 요망된다361).

한편,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를 모두 심사하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현행법이 검토대상을 대통령령 등에 한정한 것으로 보

인다고 하면서도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제와 관련된 고시 등(동법 제4조 제2항 단서)과 법률에서 직접 위임

한 규칙 등362)을 검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363)가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을 담고 있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364) 법규명령과 다르지 않

360) 입법정책적으로 보면, 제출대상을 모두 검토대상으로 하고 나아가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시

행 중인 행정입법 전체를 검토대상으로 삼는 것이 행정입법통제의 취지에 비추어 가장 이상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 심사능력, 행정부의 부담 등 현실적 여건과 행정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순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61) 홍준형,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공법학회 116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4, 77면. 

3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규칙,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규칙, 「한국은행법」 제30조

에 근거한 금융통화위원회규칙,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노동

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제30조 등

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규칙 등이 이에 해당된다.

363)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72-274면 참조.

364) 대법원 1987.9.29., 86누4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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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입법형식의 차이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할 수 있다365).

(2) 獨立機關의 規則 包含與否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 등

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지만, 이들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칙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 하위법령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향

후 대법원규칙 등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3. 檢討基準의 問題

현행법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법성 검토만 허용되고 정책적 타당

성 내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2000년 국회법 개정 당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던 개정

안이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삭제된 점을 감안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66).

365)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회법 제98조의2의 검토대상이던 종전 정보통신부령

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입법되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이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

이 있었다.

366) 그러나 실제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사례에서 정책적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경

우가 자주 발견된다. 가령, 제25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6차 회의(2006. 2. 

15.)에서는 당시 시행 중인 행정입법 125건 가운데 116건을 통보하였는데, 그 중 법령 내용의 

합리성 또는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20건 포함되어 있다. 또 제285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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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

다고 보는 견해367)가 있다.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

우’의 기준의 모호성과, 정책내용의 불합리성이 큰 경우에도 이른바 과잉

금지 원칙 등에 의하여 위헌으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례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368), 특히 사법적 통제와 상호보완의 의

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적정성 통제에 대하여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

가 정책결정기관이면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행정입법의 내용

이 타당하고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것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369).

향후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구를 명문화하는 국회법 제98조의2의

개정을 통해 적정성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通報의 問題

2000년 국회법 개정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시정요구권을 규

정하고 있었으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시정요구’는 ‘통보’로 수정되었다.

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2009. 12. 23.)의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는 학예사(3급 정학예

사) 자격요건 완화의 적절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하는 등,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76면.

367)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76면.

368) 이경운, “행정규칙의 효력과 통제”, 전남대 법률행정논문집 제3집, 1993, 69면 참조.

369) 김대현, 앞의 논문,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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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 시 논의되었던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특별

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370).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독일의 폐지권유보의 경우처럼 행정부

의 최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

는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위헌성이 없다는 견해는 계속 제기되어 왔다371).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 통보에 대한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를 보면, 통보한

내용대로 시정하겠다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밝히거나 오히려 수

권법률을 하위법령, 즉 현재의 정책현실에 맞추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

장을 보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372),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요구가 현행 통보

에 비해 보다 실효적인 행정입법통제수단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이 시정요구를 명문화한다면 현재 ‘시정요구’가 규정되어 있는 국

정감사, 결산 등 여타 국회관계법 규정373)에 비추어 시정요구의 주체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개정하여 그 결정을 본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74).

370) 김용섭, 앞의 논문, 2004, 35면.  

371)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78면.

372) 이러한 처리결과 보고현황을 두고,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 자체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대체

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61-263면 참조)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두식,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 통제방안 연

구 – 제16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보, 2003. 7, 131-132면 참조.

373)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

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

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

법 제84조 제2항 후단).

374) 현행 통보의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소수의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 간

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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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행정입법 제∙개정 후 시정요구를 행정부가 수용할 경우 이는

해당부분의 변경 내지 무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 실행된 행정에

기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여부 등 법적 안정성 면에서 쉽지 않은 문

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의 존속여부에 대한 통제는 사후통

제로 가능하지만 그 전체의 가부 또는 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통제는 사

전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통제는 결국 사전통

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Ⅲ. 小結

국회법상의 행정입법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의 제16대 국회(2000년 5월

30일 임기개시)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의 운용 통계자료375)에 의하면

각 대수별로 500∼1,000건이 제출되지 않았고376) 제출된 행정입법에 대

한 검토비율도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7). 또 대수별,

연도별, 소관상임위원회별 검토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378) 제도

견해(김용섭, 앞의 논문, 2012, 14-15면)가 있다. 그러나 통보의 구속력이 없고 본회의에 비해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통보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75)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44-263면; 최민수 외 6인, 국회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법 및 국

회관계법 개정·정비 과제, 입법연구논문집, 국회사무처, 2012. 9, 69-72면 등 참조.

376) 제16대국회 이후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총 9,661건이나, 

2000~2012년 현재까지 공포된 현황은 총 13,243건이다. 최민수 외 6인, 앞의 논문, 69면.

377) 제16대국회에서는 제출된 2,118건 중 507건(제출대비 23.9%)을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통보

된 것은 93건(검토대비 18.3%)이다. 제17대국회에서는 3,484건 중 1,221건(제출대비 35%)을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통보된 것은 216건(검토대비 16.9%)이다. 제18대국회에서는 3,283건 중 

1,631건을 검토(제출대비 49.6%)하여 위법사항이 통보된 것은 300건(검토대비 8.5%)이다. 최

민수 외 6인, 앞의 논문, 70면.

378) 국회운영위원회는 제도도입 직후인 2001년도에는 제출된 행정입법을 사실상 건건이 검토하

였으나, 2002년 이후 검토 실적이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제17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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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위원회도 존재한다379). 그리고 각 대

수별로 임기 후반기를 중심으로 검토 공백이 발생하고 검토기간이 지나

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80).

이 같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검토시한 미설정, 제재수단 부재 등 제

도적 미비 및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안이함

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수많은 행정입법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태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하겠다.

한편, 현행 제도도 국회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행정입법 통제의 실효

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의 개선방안에 따라 국회의 심사범위

와 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되어 오히려 제

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381). 그러나 의

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회의 심사범위와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은 본말전도와 다르지 않다. 의회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이유는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가 하여야 할 일

을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행정입법에 대한 실

효적인 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전문인력∙ 조

직 등을 확충하고, 각종 전문가 집단과 외부의 자문그룹을 활용하는382) 등

방법을 통해 국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반까지 정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운영사례였으나, 2006년 초반부터 검

토 실적이 없다.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정보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제18대국회에 

처음으로 검토 의결이 이루어졌다.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53면.

379)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80) 제16대~제17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년가량의 행정

입법을 검토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55면.

381) 이장희, 앞의 논문, 143면 참조.

382) 장영수, 앞의 논문,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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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行政立法에 대한 새로운 國會의 直接統制手段의 導入

Ⅰ. 序說

과거 국회의 법률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

의 도입과 관련한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논란이 된 적이 두 차례 있었

다.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심사 및 시정요구권한을 규정한 2000년 국회

법개정안(동법 제98조의2)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쇠고기위생조건고

시383)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2009년 가축전염병예방법개

정안(동법 제34조 제3항) 등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시정요구’에 대해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헌법 제107조

제2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헌법이 인정한 행정입법권(헌법 제75조, 제

95조)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통보’로 수정되었다384). 그

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사법적 통제와

별개이고, 국회의 시원적 입법권에서 파생된 행정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

고 있는지를 국회가 살피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후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고 행정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위헌주장이 있었으며, 결국 ‘국회의 심의385)’

383) 쇠고기위생조건고시와 관련한 동의권유보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 외에도 ‘고시’의 법적 성질

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국회에서 논의된 쟁점들 중 하나였다. 소위 고시류 조약이냐 법률보

충적 행정규칙이냐 논란이 되었는데 최정일 교수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고시로서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보고(최정일, 앞의 논문, 68면) 김대현 박사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대현, 앞의 논문, 200면).

384) 조정찬, “행정입법통제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법제와 입법 제4호, 국회법제연구회, 2009, 

28-29면 참조

385) 여기서 말하는 심의의 개념은 의결은 포함하지 않고 적어도 사전보고와 설명, 질의 및 토론 

등은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국회 심의 없이 수입쇠고기위생조건고시를 하는 경우 국회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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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종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동의권유보는 후술하는 바와 같

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86).

상기 ‘통보’, ‘심의’ 등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의 필요성에 따

른 통제수단으로서 매우 낮은 단계의 것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

다. 향후 행정입법을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직접통제의 도입가능성 즉 우리 헌법

상 허용여부를 점검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우리 憲法上 許容與否

1. 行政立法權 侵害與否

우리 헌법은 제40조 국회의 입법권과 별도로 제75조 및 제95조에서 대

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행정입법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행정입법 제정권은 행정부에 전속하는 것으로

행정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행정입법을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국회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이고, 행정입법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차위반으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김대현, 앞의 논문, 221면; 정부는 “국회 ‘심의’는 예산안 심의·확정이나 법

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 형식, 자구 및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

어 국회의 ‘동의’보다도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내지 상실 시킬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법제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위헌소지 있다”, 보도자료, 2008. 8. 21.

386) 김대현 박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제34조 제3항의 동의권유보가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국회의 정당한 관여의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김대현, 앞의 

논문, 218-2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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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회의 동의 등 직접통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의 행정입법권 침해여부는

의회입법권과 행정입법 제정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헌법상 입법권

위임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나아가 의회입법권의 위임 없이도 행

정부의 독자적 법정립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할 수 있다.

먼저 법치국가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 우리 헌법해석상 제40조의

국회 입법권과 제75조 등 행정입법 제정권 조항이 대등한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제40조의 국회 입법권이 입법권에 관한 원칙적인 조항이고,

제75조 등은 현대 행정국가적 요청에 따라 국회 입법권을 보충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87). 행정입법 제정권은 어디까지나

국회로부터 위임된 종속적∙2차적인 권한이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다388).

국회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위임 없이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

지는 반면 행정부는 국회에 의한 입법권의 위임이 없는 한 일반 추상적

인 법규를 제정할 수 없다389). 행정입법은 헌법 제75조 등의 한계 안에서

387) 김병화, 앞의 논문, 265면 이하.

388) 헌법 제75조 등의 행정입법 제정권은 헌법 제52조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조항과 같이 입법

의 편의상 정부에 주어진 것일 뿐 대통령거부권과 같은 국회입법에 대한 견제권이 아니며 적어

도 집행권의 핵심영역에 들어가는 권한도 아니라고 한다. 김대현, 앞의 논문, 211-217면 참조.

389) 독일의 전통적 견해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의회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수권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인 외부 법정립권을 가지지만 행정부의 헌법상 직접 인정되는 외부 법정립권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처음부터 행정부의 독자적 법정립영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Wahl, Verwaltungsvorschriften: Die ungesicherte dritte Kategorie 

des Rechts, FS BVerwG 2003, S. 582ff.; Leisner, Verwaltungsgesetzgebung durch 

Erlasse, JZ 2002, S. 221ff.), 독일기본법이 이를 배척하고 있고(Uhle, a.a.O., S. 153ff.) 독일

기본법 제80조의 연혁적 해석이 행정부의 독자적 법정립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Seidel, Die 

Praxis der Verordnungsgeber, 2005, S. 39)고 한다. 최정일, 앞의 논문, 25-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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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존재하고390) 헌법 제75조 등은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입법권위임은 헌법 제40조의 권한의 일부를 헌법 제75조 등에

따라 위임하는 것이고 이 때 위임은 위임자 권한의 상실 내지 포기로 이

해되지 않는다. 위임 후에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지 않고도

규율할 수 있는 부진정위임으로 본다391).

따라서 헌법 제75조 등이 명문으로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입

법 제정권은 행정부의 전속적 권리이다 등을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

회의 관여를 행정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와 같이 기본법에 의회입법권과 별도로 행정부의 법규명령 제정권을 명

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법규명령에 대해 의회가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2. 權力分立原則 侵害與否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의회와 대통령으로 이원

화되어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조직이나 작용이 상호 엄격히 분리,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는 권력분립원칙

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헌법상 명문의 규정 없이 필요에 따라

법률로써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

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통제권은 이를 엄격

390) 행정입법은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법률의 수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임의로 제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391) 김대현, 앞의 논문,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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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한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관련하여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

령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인 점을 거론하고, 오늘날 행정국가

화 현상392)과 행정입법의 증대 등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고 국

민의 기본권을 보다 잘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주

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견해393)를 원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국민

이 행정국가, 행정입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들이 기본권 보장을 지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될 수 있는 바 없지 않지만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관점에

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의 행정부가 다양한 국민의사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한 답을 주

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된 국가체제 하에서 행정권도 일정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394), 국가 전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관련되는 입법의 영역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인적 구성,

392) 오늘날 민주주의가 관철됨으로써 과거 권력분립의 기초가 되었던 군주, 귀족, 시민 등 세력

간의 대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오직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권력의 구성과 그

들의 협동 및 견제작용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은 필요하고 민주적 정당

성을 갖는다고 한다(장영수, 앞의 논문, 29면). 그러나 국민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파악하는 

듯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오늘날 국민은 다양한 기준의 새로운 계급(신분)의 등장과도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분화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93)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비대해진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까지 부인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장영수, 앞의 논문, 29-30/56-57면.

394) 김병기 교수는 국회와 더불어 행정부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공익의 실현 내지 사

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첨병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권능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함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다. 김병기, 앞의 논문,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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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절차 등 면에서 보다 월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

다395). 헌법 제75조 등이 행정입법의 근거이자 한계규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이유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독자적

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특히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 무능한 국회 등으로 법률이 아닌 행

정입법에 의한 행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건국 이래

계속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 공화와 협

조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실현하고 국가기능의 합리적 수행

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권력분립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396),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할 수 있다397).

따라서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는 헌법

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겠다. 다만,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

고 권력분립적 한계가 존재한다. 즉 국회통제가 행정부의 독자적∙자율

적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령 국회가 법집행을 수행하는 것

과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행정입법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국회가 스스로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다다른 경우에도 권력분립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지

만398),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사실상 스스로

395) 김병화, 앞의 논문, 163면 참조; 김대현 박사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은 ‘집행’을 하는데 민

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국회는 ‘입법’을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김대현, 앞의 논문, 213면.

396) 김대현 박사는 권력분립조항을 권력의 분할보다는 권력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기능주의 해

석론에 따라 풀어보면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김대현, 앞의 논문, 204면.

397) 김대현, 앞의 논문, 203-2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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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예컨대 독일의회의 관여형태에서

보면 변경권유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부

의 명령제정의무가 있는 진정 변경권유보가 이에 해당한다. 국회는 자신

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더라도 특히 행정부의 법집행이 아닌 의회

입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규율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399).

3 法院의 法令∙規則 審査權 侵害與否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

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400).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사법심사는 목적, 범위, 방법, 법

적 효과 등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법원의 사법심사는 구체적인 사건

에 있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사후적 심사인 반면, 국회통제는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기관으로서 행정입법 전반에 걸쳐 그 합법성 이외

에 합목적성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일반적∙사전적 심사이다. 따라서 국

회의 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전혀 기속되지 않고 사법심사

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통제가 법원의 심사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398) 이장희, 앞의 논문, 46면.

399) 독일연방의회의 변경권유보를 일률적으로 위헌으로 볼 것은 아니다. ‘집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대체의 의미라 하더라도 권력분립원칙 위배라고 볼 수 없

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의회의 변경권유보제도가 우리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를 우리 법제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자는 제3장 제2절 Ⅲ., 후자는 제4장 제3절 Ⅲ. 참조.

400)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입법에 대한 위법심사권은 사법부에만 있으며, 국회통제

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있는데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국회법

론』, 법문사, 2004, 5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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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401).

한편,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제도는 행정부 자체의 통제, 행

정절차법에 따른 일반국민의 참가, 사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에 더하여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고 사법심사를 대체할 만큼 잘 구비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402).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는 사법통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

며 사법통제, 행정부 내부통제, 국민참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강하는

것으로서 옥상옥이 될 우려는 없다고 하겠다.

4. 小結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며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또는 법률

에 의한 행정원칙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권력분립적 한계에서 보듯 국회통제는 제한 없이 인정될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다403). 이 때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를 정당한 이익 내지 이유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404). 가령 수권법률

401) 정재룡, 앞의 논문, 202-203면.

402) 정하명,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2004. 3, 444면.

403) 김철용 교수는 국회가 원칙적인 입법권자인 이상 행정부에 대하여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면서 

정한 구체적인 범위가 지켜지고 있는가의 통제는 1차적으로 국회에 있는 것이므로 국회는 헌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제도의 도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139면.

404) 정수부,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98, 16면; 최봉석, 앞의 논문,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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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절차적인 감시 내지 협력참여를 조건으로 붙여 위임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헌법적으로 가능하고 정당화된다고 한다.

또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로는, 동의권유보의 경

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심사 내지 적용기준으로 첫째, 국회의 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어야 하고 둘째,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의 특성상 일부 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

야 하고 셋째, 구체적으로 위임하려고 하여도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광

범위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고 넷째, 다른 통제수단 가령, 사

전보고 또는 협의, 대기기간 설정 등으로는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

려운 경우이어야 하는 등 네 가지를 제시하는 견해405)가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의 허용여부 및 그 정

도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해석에 달려 있다. 그런데 위 견해들

이 말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기준은 일의적으로 파악하

기 어려워, 이것도 역시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체적이고 개별

적인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회 직접통제의 헌법적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Ⅲ. 導入方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없지 않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

개정 없이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제도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면; 김대현, 앞의 논문, 209면 등 참조.

405) 김대현, 앞의 논문, 218-2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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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406).

구체적 도입방안으로 우선 개별법률에서 수권규정과 함께 직접통제수

단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내지

관여가 이에 해당하는 개별적 직접통제수단이다407). 이외에도 모든 행정

입법 또는 일정한 범위의 행정입법에 적용되는 일반적 직접통제로서의

필요와 의의를 갖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 또 국회통제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한 헌법 제75조 등의 개정을 통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1. 個別的 議會直接統制

(1) 同意權留保, 變更權留保, 廢止權留保 등

독일법제상의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폐지권유보 등은 우리 법제에서

도 개별수권법률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들은 강력한 직접통제수단으로서 이를 모든 행정입법 혹은 일정 범위의

행정입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능력, 행정부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며408)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09).

406) 물론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와 관련한 위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식의 헌법 개정이 향후 필

요할 것이다. 김병화, 앞의 논문, 270-271면 참조.

407) 독일에서 행정입법의 일반적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각부공통사무규칙(GGO)에는 

동의권유보 등 의회관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동의권유보 등은 개별법률상의 행정입법절차에 따

른 것이다. 정수부,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외국법제정보 제19권, 한국법제연구원, 2000, 

281-285면 참조.

408) 김병화 박사는 모든 위임명령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

토록 하는 동의결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김병화, 앞의 논문,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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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학자들은 국회의 동의권유보 등이 국가중요결정사항410), 국민

의 권익과 관계된 중요사항411), 재정이나 경제정책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412) 등의 경우 가능하고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 또 폐지권유보는 수권법률에 해제조건을 설정하여 조건의 성취

로 폐지되게 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한다413). 개별수권법률에

서 그 수권의 기한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414). 그런데 변경권

유보의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415)가 다수 있고, 이를 헌법적으

로 긍정하고 그 도입을 주창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변경권

유보도 동의권유보 등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도입이 가능

하다고 본다416).

또한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폐지권유보 등의 허용범위는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기준의 해석에 따라 사례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는 개별수권법률의 심사과정

과 법령의 검토 및 정비과정에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통제수단

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고 입법화하는 노

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409) 김대현, 앞의 논문, 249면 참조.

410) 홍정선, 앞의 책, 2010, 221면; 김대현 박사는 동의권유보 등 절차적 통제가 필요한 분야로 

남북관련사항, 외교, 안보, 재정금융 등 국회가 중요정책결정사항에서 소외된 분야를 그 예로 들

고 있다. 김대현, 앞의 논문, 258면 참조.

411) 이 경우 개별수권법률에서 동의권유보를 모색할 수 있지만 국회의 과중한 부담, 행정부의 

업무수행 지장초래 위험 등 이유로 그 도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섭, 앞의 

논문, 2004, 37면.

412) 정남철, 앞의 논문, 163면.

413) 김병화, 앞의 논문, 272면.

414) 김용섭, 앞의 논문, 2012, 12면.

415) 김병화, 앞의 논문, 272면; 남도환, 앞의 논문, 150면.

416) 자세한 것은 제3장 제2절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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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事前協議

행정입법 제정 전에 국회와 그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것

은 국회의 비전문성, 행정부의 지나친 부담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사전협의를 일반적 통제수단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17).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행

정입법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등과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개별적으로 수권법률에 행정입법 제정 전에 국회의 협의를 거치도

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다. 수입쇠고기위생조건에 대하여 미리 국

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3항이 그 예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협의방식을 우리의 헌법적 기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도입방안이라는 견해418)가 있지만 협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동의권유보 등과 비교할 때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본다.

2. 一般的 議會直接統制

우리나라의 일반적 의회직접통제라고 일컫는 국회법 제98조의2 상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직접통제로 보

417) 사전협의를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 통제제도인 국회법 제98조의2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병화, 앞의 논문, 272면.

418) 행정입법안의 사전협의방식은 위헌적 요소가 없고, 협의를 통한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를 선호

하는 우리 정치문화에 부합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행정부가 반영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상당하다고 한다. 정재룡, 앞의 논문, 203-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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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매우 불완전하다 할 수 있다419). 무엇보다 사전제출이 아닌 제∙

개정된 이후의 사후제출이며 행정입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검토 후 통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제출에 있어 현행대로 모든 행정입법을 그 대상

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대법원 등 독립기관의 규칙 및 내규

도 제출하도록 확대하고 둘째, 검토대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독

립기관의 규칙 등을 포함시키며 셋째, 적법성뿐 아니라 적정성 즉 정책

심사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인정하는 것

이 통보에 비해 실효적일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사후

적 통제로서 법적 안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국 내용통

제는 사전통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앞서 검토하였다.

한편,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 통제는 국회법 제98조의2 이외에도 행정

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조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등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부 자체

내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420). 이처럼 개별법에 산재된 행정입법

절차규정은 비체계성421), 입법예고제도의 부실422) 등 미흡한 국민참여423),

419) 김대현, 앞의 논문, 259면 참조.

420) 자세한 내용은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9, 

39-47면 참조.

421) 예컨대, 행정절차법, 국회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등 사항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신상환, “정부입법과정의 발전적 법제화방안”, 외국법제정보 통권 

제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242면.

422) 법령과 관련되는 실질적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극적 통지가 없는 점, 의견 제출이후 의견수렴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광범위한 입법예고 예외가 인정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423) 국민참여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공청회 등을 중요한 법령의 경우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동법을 개정하거나 개별수권법률에 청문유보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고

려해야 한다. 정재룡, 앞의 논문, 191-1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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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과정에서의 비전문성 및 세분화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소통∙조정∙체계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법제화424)

등 행정입법절차의 전반적 정비가 제시되고 있는데425) 이와 조화될 수 있

도록 이들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국회의 일반적 직접통제수단의 개선방

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 직접통제라 하더라도 제출, 보고, 심사 등 구체적 수단에 따라

그 대상을 모든 행정입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정입법으로 한정

할 필요가 있다426).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427),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42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429),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와 관련된 고시

등과 법률에서 직접 위임한 규칙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430) 등이

이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424) 행정절차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여 행정입법절차에 관해 상세히 규

정하는 방식(홍준형,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공법학회 116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4, 81면 참조),  나아가 행정입법절차와 법률안제∙개정절차는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 모두를 

하나의 절차법에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25) 박정호, 앞의 논문, 153-156면; 신상환, 앞의 논문, 242-249면 등 참조.

426) 이지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직접적 통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88-89면 참조.

427)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과 행정부의 내부적인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통제에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규정, “미국 연방의회의 거부권에 관한 연구”, 경

희대 박사학위논문, 1993, 228-229면 참조.

428) 김병화, 앞의 논문, 269면 참조.

429) 남도환, 앞의 논문, 148-149면 참조.

430) 최민수 외 7인, 앞의 논문, 272-2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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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憲法 改正

국회는 헌법 제75조 등에 기한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를 법안심사 등

을 통해 관철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성, 신속성 등 한계로 인

해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판례와 학설

등에 의해 견고해지고 있는 명확성요구의 완화 추세와 그 요구의 기준으

로 제시되고 있는 예측가능성의 모호성 등도 행정입법의 한계와 그 통제

방법으로서의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431).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는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제정에 있어 행정부의 폭넓은 재량의 통제라는 의미와 함께, 광범위

한 위임으로 야기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432)와 명확성요구의 완화라

는 실체적인 규제부족을 보상 내지 보완하는433)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1970년대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수권법률

의 명확성요구를 보다 더 완화시키고 그 대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를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규율이 법률에 유보된 경우가 아닌

한도에서 연방정부가 법규명령을 통해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율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식으로 기본법 제80조가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434). 이 같은 법규명령제정권은 연방의회

431) 김병화 박사는 미국과 독일의 이론, 판례의 변천을 통하여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를 통한 

행정입법의 통제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의 확보’, ‘경제적인 입법’의 측면에서는 실패하였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김병화, 앞의 논문, 198면.

432) 김병화, 앞의 논문, 200면.

433) 정수부, 앞의 논문, 2000, 269-270면 참조.

434) Schneider, a.a.O., Rdnr.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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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권한을 보유함으로써 통제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지만 그러한 제

안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논의의 핵심은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수권법률의 명확성요

구에 의해 법규명령을 통제’하는 것을 ‘일정한 규율에 한하여 연방정부의

일반적 법규명령제정권을 인정하고 이를 의회의 폐기권한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부의 일반적 법규명령

정립권이 인정되는 범위, 즉 규율대상이 법률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명확성요구와 마찬가지로 그 해석

및 적용상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행정

부의 일반적 법정립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치국가, 권력분립, 민주주의 등

헌법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4. 小結

현재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 제75조 등

의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 국회법 제98조의2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3항의 국회심의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435).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성요구, 국회검토 등이 통제

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부 자체 내지 국민 등

에 의한 통제제도도 부실하여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는 결

국 사법적 통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당해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가능한 사법통제의 한계를

435) 국회법 제98조의2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 직접통제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

조 제3항의 경우 ‘개별적’ 직접통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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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출되지 않

은 행정부에 의해 비공개적 절차를 통해 생성되는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

당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입법의 남용 가능성 등을 통제하며, 권력분

립의 균형 및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권능 회복을 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새로운 직접통제수단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경우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등 강력한

개별적 의회통제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만 이러한 직접통제의 새로운 도입방안의 구체적 형태를 결정할 때

첫째,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핵심영역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권력분립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둘째, 실효성 있는 통제가 될 수 있

도록 국회의 심사능력, 행정부의 부담 등을 고려하되 이러한 현실적 여

건이 필요한 통제를 가로막는 장애로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

며436) 셋째,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가 아닌 지나친 간섭으로 오작

동하여 행정입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437).

먼저 독일의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폐지권유보 등을 헌법상 원칙적

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등은 강력한

직접통제제도로서 개별수권법률에 근거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하

436) 국회의 심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입법지원조직 강화 등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용섭, 앞의 논문, 2004, 33-34면 참조.

437)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통제의 요청만을 내세울 것이 아

니라, 행정의 기능효율성의 확보라는 요청도 그 중요한 고려요소로 받아들여 양자의 형량∙조화

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박정훈,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행정-독일에서의 논의와 

원리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목촌 김도창 박사 팔순기념논문집), 

삼지원, 2005, 235면)는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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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는 어떤 구체적인 분야에 어떠한 통제수단이 적

절한지 충분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를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겠다.

또 일반적 의회직접통제는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절차적 통제의 전반적 정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

한 연구와 함께 국회법 제98조의2 상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하지만 헌법을 개정하여 직접통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직접통제에 대한 위헌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

다. 독일에서의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를 의회통제로 대체하는 식으로

기본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명확성요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행정부에 보

다 많은 입법권위임을 하는 대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하나의

시도(試圖)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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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要約 및 結語

오늘날 사회적 복지국가 그리고 행정국가의 심화 속에서 행정부가 의

회입법을 적극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 행정입법

은 그 양적인 면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질적인 면에서도 그 비중

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국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 보장과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가기관간의 기능적 분업 차원에서의 의

회입법과 행정입법의 역할 분담은 필요불가결하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 관련사항,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사항 등 본연의 임무에 충

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행정입법은 그 증대와 함께,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행

사의 증대, 정부와 집권여당과의 결합 그리고 의회경시 풍조 등으로 인

해 남용될 위험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남용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

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등 위기의 한 단면으로까지 평가된다.

그동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해온 사법적 통제는

사후적∙간접적 통제로서 기본적으로 통제에 소극적인데다 행정입법의

한계로서의 헌법 제75조 등에 기한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측가능성 개념의 모호성, 명확성요구의 정도와 기준의

완화 추세 등으로 통제로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권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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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수권법률을 통해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의 공식에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헌법 제75조의

규율내용을 의회와 행정부의 기능분화 내지 규율권한의 배분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러한 분화 내지 배분의 기준이 되는 헌법원리와, 행정부에

위임된 입법권의 행사를 의회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목적 등에 부

합하는 명확성 요구의 기준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국회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스스로 법률로써 정하고 그 밖의 사

항을 행정기관에게 헌법 제75조 등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등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를 관철시키고, 국회법 제98

조의2에 기해 행정입법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입법의 남용을 차

단하여야 하지만 후자는 사전 아닌 사후통제, 시정요구 아닌 통보 등 제

도적 미비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인식부족, 심사인력 및 조직

의 태부족 등으로, 전자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 등 한계로 인해 스스로

결정할 것과 위임할 것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구체적으

로 위임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등 의회통제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는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제정에 있어 광범위한 위임으로 야기되는 행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남용가능성에 대한 통제라는 의미와 함께,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의 공무

원에 의해 비공개적∙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생성되는 행정입법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기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 규범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의미, 또한 사전

적∙직접적 통제로서 적정성 심사까지도 가능한 의회직접통제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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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간접적 통제인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적 의의, 권력분립원칙에 기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의회주의의 위기 극복

등의 면에서, 그리고 수권법률의 명확성요구의 완화라는 실체적인 규제부

족을 보상 내지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내지 의회관여는 개별법률에 근

거한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폐지권유보 등이 가장 큰 비중을 갖는다.

연방의회의 동의권유보는 기본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의 이전과 혼합을 가져오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지만 대다수의 학설은 그 허용성을 긍정하고 있다. 독

일기본법 제80조 제1항이 연방의회의 동의권유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권 등 관련 헌법 규정과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권력

분립 등 헌법가치 내지 원리 등에 비추어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유보는

기본법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동의권유보에 의하여 법규

명령의 효력발생이 의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제한된 입법권위

임에 기한 내부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법적 책임은 행정부만이 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의권유보 하의 법률제정수권은 의회가 스스로 행한 입법권위임

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서 유보 없는 완전한 법률제정수권과 비교할 때

하나의 감소(ein Minus)일 뿐이므로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논

리법칙으로부터 동의권유보는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동의권유보가 원칙

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은 있다. 즉 한편으로는 의회가 행정부

에게 입법권을 위임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규정의

중요성 때문에 명령의 발령이나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영향력 행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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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변경권유보의 경우 대부분의 학설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고 한다. 그 논거로서 첫째,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 변경권유보는 실질적

으로 의회에 의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고 이는 기본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법정립행위의 혼합적 형태로서 제3의 입법수단을 창설해 내는 것이

므로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형식의 엄정함,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방

식, 절차 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 의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의회

가 본래의 입법권자로서 입법권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

도 피위임자에 대한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독’의 권한이 동시에 인

정되는 것은 아니며 셋째, 특히 진정 변경권유보의 경우 헌법상 행정부

의 활동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책임의 귀속도 불

분명하게 만들어 권력분립원칙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법규명령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법률

의 형식과 법률제정절차를 통해서만 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변경권유보는 동의권유보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

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변경권유보는 유보 없는 입법권위임과 비교할 때 전혀 이질적인

것(Aliud)이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리고 법정립행위의 혼합적 형태로

서 제3의 입법수단을 창설해 내는 것은 기본법에 반한다는 주장은, 변경

권유보를 입법권 내지 법정립행위가 아닌 통제권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의회의 단순결의에 의한 통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국가기관간 통제는 그 대상전부에

대한 가부통제로 이루어지고 내용의 일부 내지 전부수정은 허용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경권유보는 결국 제3의 입법수단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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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로 회귀될 수 있는데 이는 종국적으로 헌

법 개정 등으로 그 해소가 가능하다 하겠다. 둘째, 변경권유보를 행정감

독권한에 견주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행정부의 명령제정

권에 대한 의회관여는 의회통제의 문제이지 행정부 내부의 상하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상의 위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변경권유보는 양 기관

의 책임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비판도 문제되지 않는다.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상 원칙

이지만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여 개별수권법률에 변경권유보가

설정된 경우는 의회입법권에서 파생된 통제권의 문제로서 의회의 책임으

로 보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넷째, 법규명령의 내용을 법률로 변경하

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더 이상 행정부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등 형식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 따라서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

이 존재하는 경우에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자신의 입법권위임에 대한 효

율적인 통제수단으로서 변경권유보는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일반적 의회통제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 제98조의

2 상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첫째, 법령

이 제∙개정되기 전단계의 통제가 아니라 법령이 제∙개정되고 난 후의

사후적인 통제이고 둘째, 제출 및 검토 대상, 검토 기준, 검토내용에 대

한 시정요구가 아닌 통보 등 면에서 한계가 있고 셋째, 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노정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으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제출에 있어 현행대로 모든 행정입법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

고 나아가 대법원 등 독립기관의 규칙 및 내규도 제출하도록 확대하고



- 133 -

둘째, 검토대상으로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독립기관의 규칙 등을

포함시키며 셋째, 적법성뿐 아니라 적정성 즉 정책심사도 가능하게 하여

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보에 비해 실효

적일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사후적 통제로서 법적 안

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국 내용통제는 사전통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할 수 있다.

과거 행정입법에 대한 새로운 의회직접통제의 도입과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직접통제는 행정입법권을 침해하고 권

력분립원칙에 반하며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

이 있었지만 타당하다 할 수 없다. 행정입법은 헌법 제75조 등의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헌법 제75조 등은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 입법권위임은 위임자 권한의 상실 내지 포기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며 본래적 입법권자인 국회는 스스로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

지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그 위임의 목적, 내용, 범위 등의 부합여부를 통

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 통제는 권력분립적 한계를 준

수하여야 하므로 국회가 법집행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여 동의권 내지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법집행이 아닌 의회입법권에서 파생된 통제권의 행사라

고 보아야 하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사법심사는 목적, 범위, 방법, 법적 효과 등

이 전혀 별개의 것이고 국회의 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와 전

혀 기속되지 않고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통제가 법원의

심사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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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행정원칙 등에 비추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

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정당화된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는 원칙

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 허용여부와 정도는 ‘헌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입법부

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의회직접통제 도입방안으로 우선 독일법제상의 동의권유보, 변

경권유보, 폐지권유보 등은 우리 법제에서도 개별수권법률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은 강력한 직접통제수단으

로서 이를 모든 행정입법 혹은 일정 범위의 행정입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능력, 행정부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며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권유보, 변경권유보, 폐지권유보 등의 허용범위는 독일연방헌법재

판소가 제시한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기준의 해석

에 따라 사례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

는 개별수권법률의 심사과정과 법령의 검토 및 정비과정에서 실증적 분

석을 통하여 각각의 통제수단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사

례를 제시하고 입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일반적 의회직접통제의 경우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절차적 통제의 전반적 정비와 조화될 수 있도

록 이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회법 제98조의2 상의 국회제출 및 검토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수단의 도입과 관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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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논란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의회직접통제의 근거규

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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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zur Verbesserungsmethode der direkten

koreanisch-parlamentarischen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etzung insbesondere mittels Rechts der BRD

Cho, Yong-jae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ufgrund der Verstärkung des Phänomens des Wohlfahrts- und

Verwaltungsstaats in der heutigen Zeit hat die Notwendigkeit zugenommen,

die parlamentarische Rechtssetzung durch die Exekutive aktiv zu ergänzen.

Folglich überwiegt die exekutive Rechtsetzung quantitativ im Vergleich zur

parlamentarischen. Auch qualtitativ gesehen kommt es häufig vor, dass

wesentliche Fragen des täglichen Lebens des Staatsbürgers anstatt durch

Gesetze durch die exekutive Rechtsetzung geregelt werden.

Allerdings führt eine solche exekutive Rechtsetzung zu zwei Problemen:

Erstens zeigt sich die Tendenz zu einem erheblichen Missbrauch, zweitens

gibt es in Ermangelung einer Kontrolle darüber die Möglichkeit 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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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letzung der Rechte des Staatsbürgers.

Die Republik Korea unterstand lange autoritären Regimen, und in der

Regierungsarbeit finden nach wie vor willkürliche autoritäre

Verwaltungspraktiken Anwendung. Angesichts einer Regierung, die unter

anderem die Macht hat, einen Gesetzesvorschlag einzubringen, und

bestehende Verbindungen zur regierenden Partei pflegt, besteht die höher

Möglichkeit, dass die Regierung eine Ermächtigungsklausel in ihrem

Gesetzesvorschlag verankert, die umfassende Ermächtigungen ermöglicht, sie

in dieser Form von dem Parlament verabschieden lässt und so eine

exekutive Rechtsetzung nach Belieben etabliert und forciert. Dadurch, dass

die Ermächtigungsgesetze, die Zweck und Kriterien der Ermächtigung

deutlich bestimmen sollten, untergraben werden, werden zudem wesentliche

und wichtige Punkte ebenfalls durch exekutive Rechtsetzung geregelt. Es

kommt zugleich unter Umständen zum Erlass einer exekutiven Rechtsetzung

außerhalb von Umfang und Form der Ermächtigung oder sogar ohne

Grundlage der Ermächtigung. Dies kann sogar als einer der Aspekte einer

sogenannten „demokratischen Krise“ oder „Krise der Rechtsstaatlichkeit“

bezeichnet werden.

Ein derartiger Missbrauch der exekutiven Rechtsetzung resultiert auch aus

der Vernächlässigung ihrer verfassungsrechtlichen Verantwortung durch das

Parlament. Danach sollte sie nämlich im Rahmen der Ausübung der

legislativen Entscheidungsmacht erstens grundlegende staatlich

Entscheidungen treffen und zweitens „den konkreten Umfang” der a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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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kutive zu ermächtigenden Aufgaben bestimmen. Ein weiterer Faktor ist

die Tatsache, dass die bisher eine Hauptrolle in der Kontrolle gegen die

exekutive Rechtsetzung spielende Judikative aus folgenden Gründen Grenzen

der Kontrolle aufweist: Erstens zeigt sie diesbezüglich im Grunde eine

passive Haltung, zweitens ist das Konzept der Vorhersehbarkeit unklar, das

als Kriterium für “Bestimmtheitserfordernisse der Ermächtigungsgesetze”

gemäß Artikel 75 des Grundgesetzes vorgeschlagen wird, und drittens

werden Grad und Kriterium der Bestimmtheitserfordernisse stets gemildert.

In solchen Situationen (wie z. B. einer Zunahme der exekutiven

Rechtsetzung und dem damit einhergehenden Risiko einer Beeinträchtigung

der Rechte der Bevölkerung, der immensen Macht der Rechtsetzung durch

die Regierung, der Einschränkung der Kontrolle durch Parlament und

Judikative) besteht die dringende Notwendigkeit, sich damit

auseinanderzusetzen, wie die exekutive Rechtsetzung zu kontrollieren und

einzuschränken ist, damit sie ihre ursprünglichen Aufgaben erfüllen und zum

Schutz der Grundrechte des Staatsbürgers und dem Erreichen der Ziele der

Staatsgemeinschaften dienen kann. Angesichts der oben aufgeführten

Faktoren betonen zahlreiche Wissenschaftler die Bedeutung der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etzung und verfechten die Einführung effizienter

Methoden parlamentarischer Kontrolle, doch bisher sind keine

bemerkenswerten Fälle praktischer Umsetzung zu verzeichnen. Insbesondere

bedauerlich ist der Mangel direkter parlamentarischer Kontrolle, die der

Verfasser als die optimale Methode zur Kontrolle der exekut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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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etzung betrachtet.

Die direkte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etzung durch das Parlament

beinhaltet die folgenden grundlegenden Punkte: Kontrolle des breiten

Ermessensspielraums der Exekutive und der Möglichkeit des Missbrauchs

desselben als Ergebnis einer umfangreichen Ermächtigung an exekutive

Rechtsetzungen; Erweiterung der demokratischen Legitimität der exekutiven

Rechtsetzungen und Sicherstellung ihrer normativen Legitimität mittels einer

Kontrolle der von nicht gewählten Vertretern der Exekutive im Rahmen

nicht öffentlicher und nicht transparenter Vorgänge geschaffenen exekutiven

Rechtsetzung auf Basis demokratischer Vorgänge durch das Parlament (die

als Institution den Willen des Volkes repräsentiert); Überwindung und

Supplementierung von Einschränkungen der Kontrolle durch die Judikative,

eine indirekte Ex-Post-Kontrolle mittels der direkten Kontrolle durch das

Parlament, eine direkte Ex-Ante-Kontrolle, die sogar eine

Angemessenheitsprüfung vornehmen kann; Hemmen und Ausbalancierung

aufgrund Prinzipien der Gewaltenteilung; Überwindung der parlamentarischen

Krise und vor allem die Kompensierung oder Supplementierung aufgrund der

Verminderung des Bestimmtheitsgebots der Ermächtigungsgesetze fehlender

substanzieller Kontroll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ufgeführten Probleme wird diese Studie zur

Stärkung und Unterstützung eines gesetzlichen Rahmenwerks hinsichtlich der

direkten Kontrolle der exekutiven Rechtsetzung durch das Parlament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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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kussierte Analyse der Diskussionen zum Thema direkter parlamentarischer

Kontrollmechanismen wie Zustimmungs- oder Änderungsvorbehalten

(Beteiligung des Bundestages) unter den Formen der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etzung in Deutschland mit massivem Einfluss auf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vornehmen.

Zudem wird diese Studie auf Basis dieser Analyse untersuchen, ob und in

welchem Maße es verfassungsrechtlich möglich ist,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eine direkte parlamentarische Kontrolle wie den

Zustimmungsvorbehalt in Deutschland einzuführen, und als konkrete

Einführungsmethode die allgemeine und einzelne direkte Kontrolle durch das

Parlament, eine Verfassungsänderung prüfen. Darüber hinaus werden

Probleme und notwendige Verbesserungen von Artikel 98-2 des

Parlamentsgesetz(Eingaben der exekutiven Rechtsetzung an das Parlament

und Prüfung durch das Parlament), die als allgemeine direkte Kontrolle des

Parlament betrachtet werden können, untersucht.

Schlussendlich ist der Zweck dieser Studie, die unzureichende Kontrolle

der exekutiven Rechtsetzung durch das koreanisch Parlament aktiv zu

stärken, indem komparative rechtliche Erkenntnisse oder Implikationen

hinsichtlich der direkten parlamentarischen Kontrolle mittels einer Analyse

der direkten parlamentarischen Kontrolle des deutschen Bundestages gesucht

werden.

Schlüsselwörter : exekutive Rechtsetzung, Missbrauch der exekutiven

Rechtsetzung,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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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trolle des Parlamentes, direkt parlamentarisch Kontrolle,

direkt parlamentarisch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etz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Beteiligung

des Bundestages), Zustimmungsvorbehalt, Änderungsvorbehalt

Matrikelnummber : 9027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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