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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문으로 법원에게 명령·규칙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법원에게 일관되게 부여해 온 권한이

다.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는 오늘날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수효가 증가하고 국

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통제에는 행정부, 국

회 등에 의한 방법도 존재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과 헌법적 의의는 실로 크다.

최근 들어 법원은 헌법적 판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명령·규칙심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다. 2016년 재판예규인 ‘명령·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의 

제정을 통해 명령·규칙심사 재판례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였고, 2015년 이후 하급심법원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결과를 재판서 내 

이유 부분에서만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이나 주문에서 표시하는 시도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오늘날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

의성이 있는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법원이 명령·규칙심사의 중

요성을 인식해온 전후인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여 간 하급심을 비

롯한 각급 법원에서 선고·고지한 총 121건의 구체적·부수적 규범통제 재판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각급 법원에서 행정입법, 자치입법 등에 대

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형사소송, 비송사건 등 

재판의 유형에 관계없이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심급제의 특성상 하급심 단계에서 규범통제 재판이 확정되는 경

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나아가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사유들은 대부분 위

임한계일탈과 관련된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원칙

의 위반과 기본권의 침해로 구성되어 명령·규칙심사의 본령이 헌법에 있고, 명령·



- ii -

규칙심사가 헌법재판으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재판례에서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소극적

인 심사방식으로 인하여 규범통제에 나아가지 않거나, 설령 규범통제를 하였더라

도 이후 개선입법의 조치가 미흡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부수적 규범통제의 

한계상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명령·규칙을 일반적으로 폐지하는 효력은 없지

만, 명령·규칙심사가 소극적인 통제에 머물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령·규칙

이 개선입법 없이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헌·위법한 명령·

규칙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침해될 수 있고, 국가권력의 합헌·합법성을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명령·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그 이후의 개선입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명령·규칙심사의 개선을 위하여 먼저 ‘재판 내의 차원’에서, 명

령·규칙심사를 소극적인 통제에 머무르게 하는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원칙’의 성

찰 있는 적용을 역설하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종전 판례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규범통제로서의 명령·규

칙심사에 나아가야 함을 피력한다. 더불어 재판서 내의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누구

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통일된 표시방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재판 외

의 차원’에서 명령·규칙심사 결과가 개선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행정소

송법 제6조에 따른 명령·규칙 위헌판결의 공고 제도를 개선하고, 하급심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규범통제 결과가 명령·규칙의 개정·폐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및 법

령정비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 등 관계 국가기관, 나아가 국민 일반에게 적정히 

전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명령·규칙심사 이후의 개선입법을 위한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명령규칙심사, 규범통제, 법원, 위임입법, 행정입법, 헌법재판

학  번: 201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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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법원에게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명령·규칙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행정규칙 등을 아우르는 행정입법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

칙인 자치입법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행정국가화, 행정의 전문성 

증대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 등 여러 요인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가 법률의 단계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행정부에 구

체적인 내용의 위임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입법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지방분권화의 흐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

하여 조례 등 자치입법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추상적 차원에 있는 법률의 내

용은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등 명령·규칙을 통하여 구체화되므로, 명령·규칙의 단

계에서 기본권 제한의 실제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규범에 해당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실

제 영향력은 법률보다도 강한 측면이 있다.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것은, 국민

의 법률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명령·규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커

지고, 국가권력의 합헌성·합법성이라는 법치주의 원리가 명령·규칙에 의해 흔들

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본권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가 절실하다는 명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 방법으

로는 행정부 자체의 통제 및 행정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국회의 통제 등이 존

재하지만,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에서 헌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법원에게 명한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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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는 헌법재판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다른 유형의 헌법재판에 

비하여 소홀히 다루어져 왔고,1) 그나마 명령·규칙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주된 관

심은 심사권한의 소재, 즉 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심사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지2) 및 명령·규칙에 대한 항고소송 도입 문제3) 등에 맞추어져 왔다.

이에 비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심사방식,

이후의 개선입법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나 학계 차원의 관심이 상대적

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명령·규칙의 심사권한 분장이나 항고소송의 

대상범위도 중요한 주제이나, 헌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법원의 명령·규칙심

사에 관한 연구는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법원은 그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대외적으로 천명·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

운데 법원에 의한 헌법재판인 명령·규칙심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각급 법

원의 법원장들로 구성된 전국법원장회의4)는 근래 들어 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활

성화하자는 논의를 계속 해왔고,5) 이러한 흐름 속에 대법원은 2016. 3. 28. 재판예

규인 ‘명령·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재일 2016-1)(규정 내용은 별지1

참조, 이하 약칭하여 ‘명령·규칙 예규’라 한다)를 제정하여 ‘하급심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 법

원행정처장에게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고, 법원이 관리하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제1조 참조)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한

1) 허완중(2013a), 42면 참조.

2)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에도 명령·규칙심사권한이 있음을 판시하

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측은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한다는 입장

을 피력하였다.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연구반(1990), 166면 이하 참조.

3)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2006년 대법원은 명령·규칙을 항고소송의 대상에 포

함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2007), 11-67면 참조.

4)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의 자문 등을 위하여 개최되는 기구로서 매해 개최되어 왔는데,

2018. 3. 7.에 이르러서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778호)의 제정으로 법적

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5) 2019년 3월 개최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법관의 헌법적 판단을 활성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로이슈(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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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입법학회에 ‘명령·규칙 규범통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용역’6)을 주는 등 

명령·규칙심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일선 법원

에서는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래에는 재판서 내 이유 부분에서만 기재

해오다 2015년 이후부터는 하급심법원에서 별도의 항목이나 주문에서 표시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명령·규칙심사의 중요성을 자각한 것은 헌법재판의 활성화 측면

에서는 긍정적이나, 그러한 인식만으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원리를 당연히 수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하여는 명

령·규칙에 대한 실제 심사와 제도적 운용이 이러한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여야 한

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발견되는 심사방식이나 제도적 운용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헌법이 정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개선

을 통하여 기본권의 보호 및 법치주의의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Ⅰ. 연구범위

본 논문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심사주체)의 ‘명령·규칙’(심사대

상)에 대한 ‘구체적 및 부수적 규범통제’(규범통제 유형)7) 재판례를 조사하여 명

령·규칙심사의 실제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구체적·부수적 규

범통제 이외에 법원의 주위적(본원적, 본안적) 또는 추상적 규범통제는 연구범위

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처분성을 가지는 명령·규칙인 이른바 ‘처분적 명령·규칙’

6) 그 결과물이 한국입법학회(2016)이다.

7) 구체적·부수적 규범통제란,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를 부수적으로 심사하는 규범통제 유형을 말한다(규범통제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2장 제

3절 Ⅱ. 2. ‘규범통제로서의 명령·규칙심사’ 참조).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4 -

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제외하고, 조례에 대

한 대법원 제소 제도(지방자치법 제172조 참조) 역시 제외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

법원의 재판을 비롯하여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

급심 재판도 함께 조사한다. 하급심법원도 명령·규칙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령·규칙심사의 실제 현황을 알기 위하여는 하급심 재판례 역시 연구대상에 포

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령·규칙심사권은 제헌헌법 제정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계속 갖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누적된 하급심을 포함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재판례는 매우 

방대하고, 1987년 현행헌법 이후의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

의 연구목적인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시의성(時宜

性)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집 및 조사대상으로 삼는 규범통제 재판례를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최근 5년여간의 것으로 한다. 이는 상당히 최근

의 재판례로서 ‘현 시점에서’ 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제의 상황(현황)을 가장 정

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명령·규칙 예규의 제정

이나 재판서 내 명령·규칙심사 표시방식의 변화 등 법원이 명령·규칙심사를 대내

외적으로 강조해온 시점과 겹치는 기간의 것이므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과연 법

원이 명령·규칙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재판례에 비하여 하급심 재판례의 수집은 상대적으로 

쉽지 아니한데, 명령·규칙 예규의 제정 이후로 법원이 2014년 이후의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례를 수집해오고 있기에, 위 시점 이후 하급심 규범통제 재판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측면도 감안하였다.8) 이에 위 기간 동

안 하급심법원 및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규범통제 재판례

로서 본 논문에서 조사된 것은 총 121건9)이다(재판례 목록은 별지2 참조).

이와 같은 연구범위를 전제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먼저 법

8) 다만 법원 자체의 수집 사례는 전수 조사가 아니며, 본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다수의 사

례를 수집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1절 참조.

9) 건수의 기준은 하나의 전 심급절차 내에서 하급심법원과 상급심법원의 재판을 합쳐 1건

으로 본다(예를 들어, 어느 한 사건에서 하급심법원이 규범통제 재판을 하였는데 상급

심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규범통제 재판을 하였더라도, 건수는 1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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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외 다른 국가기관의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

의 통제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령·규칙심사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핀다.

제3장에서는 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례 121건을 조사하여 명령·규칙심

사의 현황을 분석한다. 비록 전수 조사는 아니나 조사대상 재판례가 상당수에 이

르므로, 개별 재판례들의 재판유형, 규범통제사유, 재판이 확정된 심급, 개선입법 

여부 등의 조사를 통하여 명령·규칙심사의 현황을 알아보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이다.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 본 현황을 토대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개선방

안을 연구한다. 명령·규칙심사 개선의 의의와 필요성을 논한 뒤, 구체적인 개선방

안으로 재판 내의 차원에서 심사방식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재판 외의 차원에서 

심사 이후의 개선입법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하며, 결론으로써 본 논문의 

내용을 마무리한다.

Ⅱ.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 조사와 재판례 조사에 의한다.

명령·규칙의 주요 존재형식은 행정입법으로, 행정입법은 헌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제도로서 헌법적 이념이 행정영역에 전달되는 매개 수단이므로, 행

정입법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헌법적 시각이나 행정법적 시각에서나 대동소이하

다.10) 따라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에 대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학, 즉 ‘공법학’

전체 차원의 관심이 요청된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국법학이라는 하나의 근원적

인 뿌리를 갖고 있는 헌법과 행정법 간의 통섭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공법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게 한다. 따라서 헌법과 행정법을 포함한 공법학 전반의 문

헌 조사는 본 논문의 주요한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재판례 조사로서 앞서 연구범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논문에서 조사

10) 유지태(2005), 3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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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범통제 재판례와 그 이외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도 함께 연구

될 것이다.

한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제도와 논의를 소개하는 비교법적 연구도 동반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공법적인 차원에서 법

원의 명령·규칙심사 전반을 검토하고, 재판례 조사를 통하여 법원의 명령·규칙심

사 현황을 점검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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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 제도

제1절 통제의 필요성

Ⅰ. 행정입법

명령·규칙의 주요 존재양식에는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이 있다. 그 중 행정입법

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뜻한다.11) 규범으로서의 행정입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법규사항)을 규율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과,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않고 행정의 고유권한으로서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행

정규칙(행정명령)으로 나뉜다. 행정입법은 넓게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나, 본 논문에서는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행정입법을 국가행정권에 의한 것, 즉 ‘본래의 행정입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근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수립 이후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

권제한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와 제37조 제2항에도 그 취

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국가의 성격이 행정국가·

사회국가·복지국가화 되었고, 입법의 대상이 모든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근대 초기의 아경국가에서 현대의 복지국가로 국가의 목표가 변화되면서 

국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인 질서행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급부행정

과 수익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게 되었다. 따라서 국회가 모든 

법규사항을 직접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게 되

었다.12) 또한, 오래 역사를 가진 민법, 형법 등 분야에서는 사인 간 또는 행정주체

와 사인 간의 구체적인 법률분쟁을 전제로 ‘사후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사법작용

11) 김동희(2015), 137면.

12) 한수웅(2019), 1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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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었으나, 법률관계의 복잡다양화로 소극적인 국가기능의 수행만으로

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게 되었고, ‘사전예방’을 목표로 하는 행정작용의 증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입법의 양산이 수반되었다.13) 이에 오늘날 헌법은 행정에 

대한 법규사항의 위임이 가능하되,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권규율은 헌법에 근거규

정이 있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하였다(법률에 

‘의한’ 제한에서 법률에 ‘근거한’ 제한으로의 전환). 이로써 행정입법은 19세기적 

‘위임입법 금지론’에서 20세기적 ‘위임입법 한계론’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

다.14)

우리나라 헌법도 위임입법 한계론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

다”(제95조)고 정하여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

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

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를 마련해두고 있다.15)

행정입법의 수효 역시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다음 표

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1,453개인 반면, 대통령, 총리령, 부령을 합친 법규

명령은 총 3,017개,16) 행정규칙은 16,668개,17) 행정입법의 수효는 총 19,685개에 이

13) 한국입법학회(2016), 33면.

14) 권영성(2009), 1002면.

15) 이에 대한 위헌론의 주장이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

서에 따라 행정규칙에 의한 기본권제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18 결정 등 참

조).

16) 이상 2019. 10. 1. 기준(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해석정보 - 법령통계 -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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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구분 개수

헌법 1

법률 1,453

행정입법

법규명령

대통령령 1,705

총 

3,017 총 

19,685

총리령 86

부령 1,226

행정규칙 16,668

기타(국회규칙 등) 344

이와 같이 국민의 법률생활에 대한 행정입법의 규율은 법률보다 수효적 측면에

서 매우 압도적이고,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법률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행정입법

은 법률보다 효력면에서는 열위이나, 하위법으로 내려갈수록 실제 집행을 담당하

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강한 규범력을 가지는 역설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하위법

이 될수록 공무원들에게는 보다 더 가까운 상사의 명령이 된다.18) 행정입법은 공

무원을 규율하는 강력한 힘으로 의하여도 국민 일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입법이 법률

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19)

특히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반면 행정부의 입법기능은 강화됨에 따라 실

질적인 법규창조가 행정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대국가의 법현실 속에서, 행

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부터 

내용 형성을 위임받은 행정입법의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위험은 행정입법으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

17) 2019. 10. 8.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행정규칙’란 참조)

18) 김도창(1992), 6면.

19) 송기춘(2014),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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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의 필요성은 절실해진다.20) 행정입법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규범제정권을 행정에게 위임한 국회의 입법권이 형해화되고 법치

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21) 따라서 행정에 대한 통제를 통한 행정의 합헌·

합법성 확보는 법치주의의 가장 중심적 요청이 된다.22)

Ⅱ. 자치입법

자치입법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명령·

규칙에서의 ‘규칙’과 구별하고자, 이하 ‘자치규칙’이라 한다)으로 나뉜다. 조례와 

자치규칙은 지역주민의 법률생활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데,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하여 제

정되는 조례와 자치규칙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2019. 10. 1.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자치입법의 수는 110,495개에 이른다(다음 표 참조).23)

구분 개수

조례 84,550

자치규칙 25,507

기타(훈령 등) 438

합계 110,495

자치입법은 국가법질서의 통일을 위하여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

다.24) 이에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20) 손상식(2014), 2, 5-6면 참조.

21) 차진아(2007), 174면.

22) 장영수(1999), 32면 참조.

23)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해석정보 - 법령통계 - 현행 법령

24) 박균성(2011b),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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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법 제23조는 

자치규칙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한계

를 정하고 있다. 자치입법의 제정 숫자가 실로 많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한 법률에 못지않아 자치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 역시 간과할 수 없

으므로, 그 통제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25)

한편,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이외에 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도 명령·규칙의 범주에 속하나,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에 

비하여는 그 수효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므로, 다음 절에서는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그 통제방법 등을 논한다.

제2절 법원 외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

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한계

1. 행정부

가. 통제방법

행정부 자체의 통제로서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것은,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의한 통제를 비롯하여, 행

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행정심판법 제59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47조), 행정

규제사항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법규명령의 통제 제도로

는,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3호)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헌법 제82조, 이상 

대통령령), 법제처의 심사(정부조직법 제23조), 입법예고와 공청회(행정절차법 제

41조 제1항, 제45조), 법령의 공포(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25) 송기춘(2014),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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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나. 한계

행정부에 의한 통제의 한계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으로 요약해볼 수 있

다. 각각의 통제수단이나 통제기관은 삼권분립에 따라 집행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영역 내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한 통제보다 그 강도와 

밀도가 약해질 수 있고, 정부중심적·행정편의적 사고가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 있

다. 일례로 대통령령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행정부에 의한 통제 중 

상당수를 이루는 절차적 통제는 ‘사전적 통제’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고, 행정심판

위원회의 행정심판은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도 심사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익구

제를 위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앞선 본 한계점을 모두 극복하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내부적 통제수단은 그 효과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

심을 보다 높일 필요는 있다.26)

2. 국회

가. 통제방법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간접적 통제방법으로, 예산안심의(헌법 제54조 제1항),

국정감사·조사(헌법 제61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질문 및 해임건의(헌

법 제62조, 제63조), 탄핵소추(헌법 제65조) 등을 할 수 있다.

직접적 통제방법으로는,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행정부가 행정입법의 제정·개

정·폐지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27)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대

26) 홍정선(2019), 255-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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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2조 제2항).

나. 한계

국회의 직접적 통제방법인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한 통제는 미흡한 수준에 머

물러, 정부의 제출실적 및 내용이 부실하고 상임위원회의 검토실적 및 사후조치 

역시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28) 나아가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국회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국회가 행정부에 행정입법의 시

정을 요구하여도 행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잘못된 행정입법을 바로 잡을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법부의 경우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법

적 구속력이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반면, 행정입법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은 정치적 문제일 뿐, 법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

다.29)

3. 헌법재판소

가. 통제방법

헌법재판소는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결정) 사건 등에서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경우 헌

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 명령·규칙30)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하고 있

27)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 대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권’ 규정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2015. 5. 29.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에 따른 재의요구 이후 결국 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서

에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의 심사권은 법원이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

에 반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위 재의요구서 7-8면 참조).

28) 김선진(2014), 103면, 홍준형(2004), 151-152면 참조(양 문헌의 발행연도에 1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유사한 평가가 계속 되고 있다).

29) 이상 한국입법학회(2016), 39, 53-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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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령·규칙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명령·규칙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

에서 해당 명령·규칙을 위헌으로 선고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참조.

이를 ‘부수적 규범통제’ 또는 ‘부대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그 이외에 법원의 제청

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지만, 법률에 대

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 모법을 근거로 한 명령·규칙도 함께 효력을 잃으므로, 이

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개소 이래 2019. 9. 30.까지 행정입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31)

구분 접수 위헌

헌법

불합

치

한정

위헌
기각 각하 기타

취

하
계

미

제

행정

입법
898 13 3 3 134 663 2 42 860 38

자치

입법
69 - 3 - 17 37 - 4 61 8

사법

입법
42 1 - - 6 24 - 8 39 3

합계 1,009 14 6 3 157 724 2 54 960 49

※법

률
4,782 93 60 16 854

3,47

0

인용 

2

합헌 

3

118
4,61

6
166

30) 조례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판시는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결

정 참조.

3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찾기 쉬운 주요 정보 - 헌법재판 통계 - 사건통계 - 청구원인별 

사건누계표



제2장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 제도

- 15 -

나. 한계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는 법률과 달리 명령·규칙의 구체적 규범통제 권한을 법

원에게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107조 제2항), 재판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

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는 

주로 헌법소원에 한정되어 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상의 제한이 있는데(그 사유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개별 국민은 해당 

명령·규칙의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여부 등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이어서 

그 청구기간을 놓치기 십상이다(앞서 본 통계에 의하면, 전체 처리건수 대비 각하

건수가 약 75%32)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청구기간 도과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

인다).33) 이에 비하여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구체적·부수적 규범통제로서 재판

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의 시행이나 적용 등에 따른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이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명령·규칙심사의 전제가 되는 

본안재판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는 처분과 관련된 제

소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제20조 참조),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명령·규칙과 

달리 구체적 처분의 발령사실은 처분상대방인 국민이 인식하기 쉬운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쟁송기간의 제한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헌법소원에 부대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따른 부수적 규범통

제의 경우 명령·규칙의 시행 등에 따른 청구기간상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헌법재

판소의 명령·규칙에 대한 통상적인 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

제 사건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는 주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32) ≒ 각하 724 / (접수 1,009 - 미제 49)

33)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

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마484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0헌마716 결정 등 참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

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법문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현저

히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한다[헌법재판실무제요(2015), 3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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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루어지는데, 헌법소원의 보충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으

로 인하여 처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부수적 규범통제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Ⅱ. 자치입법에 대한 통제 및 한계

자치입법의 통제 제도로서,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의회

에 대한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지방자치법 제107조 참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같은 법 제172조)가 있다. 자치입법 

전반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제도로서 제정·개폐 시의 통보

(같은 법 제28조),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적 통제(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국회에 의한 통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국회의 

예산의결권에 따른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법

원에 의한 통제(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의 항고소

송, 구체적·부수적 규범통제로서의 명령·규칙심사),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조례

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무부장관 등이 같은 정당으로 구성될 경우 

그 통제수단은 실효적이지 못할 수 있고, 국회에 의한 통제는 간접적인 수단에 머

무르고 있으므로, 행정부나 국회에 의한 자치입법에 대한 통제는 한계를 안고 있

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앞선 행정입법에서 본 것과 유사한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절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Ⅰ.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행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는 여러 한계를 갖고 있으

므로, 명령·규칙의 온전한 통제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이 행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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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헌법의 명문규정으로 명령·규칙 전반에 대한 법적인 통제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은 사실상 법원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34) 헌법을 만든 국민

이 직접,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매개 없이 곧바로 사법부에게 부여한 권한을 

헌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방식에는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즉, 정치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과 집행권에 비하

여 사법권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권한행사를 특징으

로 하므로,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적 준거를 제시하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35) 명령·규칙의 헌법적·법률적 한계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

춘 법관이 독립적으로(헌법 제103조 참조) 명령·규칙을 심사하는 것은 법리적 타

당성과 공정성이 높은 통제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사법심사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적법절차원리가 지배하므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이나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행정청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변론의 기회를 부

여함으로써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명령·규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당사자로서의 법적인 지

위를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국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되며, 재판

에서 승소할 경우 완전한 형태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제의 효

과도 상당히 높다.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구체적 사건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명령·

규칙에 대한 부수적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은 신속성과 유

연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부수적 규범통제는 전체적 법질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판절차의 정지나 제청의무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신속유연하게 재

판을 할 수 있어 권리구제에 용이하다.36) 특히 제1심법원에서 명령·규칙심사를 통

34) 다른 헌법규정인 국무회의의 심의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는 대통령령에 한정되고, 헌

법소원의 경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는 법률유보

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으로 직접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를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35) 한국입법학회(2016), 57-58면.

36) 선정원(2005), 244, 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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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구제가 확정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매우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법원의 규범통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주장하

는 데에 있어서 명령·규칙 자체에 대한 쟁송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서는 처분 등에 대한 제소기간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명령·규칙의 

시행이나 적용 시점에 관계없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민

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제소기간의 특칙이 없는 재판에서는 어느 때라도 명령·

규칙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영국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통

제 이외에 부수적 통제를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 논거는 제소기간의 제한으로 인

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한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단기간

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사법(私法)상의 권리나 형사재판에서의 권리를 보

호받기 위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을 선결문제로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 

통제가 인정된다고 설명된다.37) 이는 우리나라 법원에 의한 부수적 규범통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행정부에 비

하여 행정상 전문성이 떨어지고, 법원에 의한 통제는 사전적 수단이 불충분하

며,38) 구체적 사건의 계기 없이는 규범통제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의 기본적 속성이나 권력분립 등에 따른 한계에 불과하

고,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장점이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사법적 통제의 한계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원에 의한 명령·규칙심사

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37) Craig(1999), p. 756. [선정원(2005), 242면에서 재인용]

38)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제도는 사전적 통제수단의 성격을 갖기는 하나, 제소권자가 

법률로 한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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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령·규칙심사의 성질

1. 헌법재판으로서의 명령·규칙심사

가.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憲法裁判)은, 헌법규범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헌법보장

제도로서39) 사법기관이 헌법적 분쟁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여 헌법을 실

현하고 관철하는 국가작용이자40) 헌법의 인식·실현작용을 뜻한다.41) 협의의 헌법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에 한정되지만, 광의의 헌법재판은 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을 포함한다.42) 우리나라 헌

법구조 아래에서 법원은 헌법을 준거규범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헌법 제103조 

참조), 명령·규칙심사권(헌법 제107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선거소송 재판권(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은 헌법재판기관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과 명령·규칙심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는 ‘위헌성 

심사’와 ‘위법성 심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의 심사가 헌법재판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후자의 심사는 엄밀한 의미의 헌법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명령·규칙심사에서 인정되는 규범통제사유의 많은 부분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과 관계된다. 이는 본 논문에서 조사한 121건의 규범통제 

재판례 중 105건(약 87%)에서 이를 규범통제 사유로 삼았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명령·규칙이 위임한계의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① 상위법

39) 성낙인(2019), 719-720면 참조.

40) 한수웅(2019), 1378면 참조.

41) 정종섭(2018), 38면.

42) 권영성(2009), 1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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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② 상위법의 취지 위반 

또는 위임범위 일탈, ③ 하위법령으로의 포괄적 재위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43) 위 위반사유들은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와 제95조, 법

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등 헌법규정의 

위반으로 이어진다. 규율영역에 따라서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3조 참

조)나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의 위반으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명

령·규칙이 헌법이 정한 위임한계의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해석과 법

률해석을 동시에 수반하면서도 그 위반 여부의 종국적인 판단은 헌법문제로 귀결

된다.44) 모법의 위임한계일탈은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 원칙의 위반임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차원에서도 헌법문제로 귀착된다.

헌법재판소도 명령·규칙의 위임근거의 부재, 위임한계의 일탈 등을 법률유보원

칙의 위반 여부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로 구성하여 이를 헌법문제로 

다루고 있다.45) 대법원 역시 모법의 수권이 없는 법규사항의 제정 문제를 헌법 제

37조 제2항, 제75조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46)

독일의 경우 이른바 ‘Heck 공식’을 정립하여 ‘고유한 헌법위반’만을 연방헌법재

판소의 재판소원 사유로 보면서도, 행정입법이 수권 근거가 없거나 수권 규범을 

넘어선 경우(법률유보 위반),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률우위 위반)는 법

률을 위반한 것이면서도 헌법상 원칙인 법률적합성에 위반되므로, 연방헌법재판

소의 심사권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고유한 헌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단순한 법률위반이 문제되는지 관계없이 행정입법에 대한 ‘규

범통제’는 실질적인 헌법재판으로 보는 것이다.47)

43) 국회 법제실에서 입안한 ‘행정입법 분석기준’의 다섯 가지 분류를 참고하였다. 그 이외

에 ④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정비 여부, ⑤ 하위법령 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들고 있다. 김대인(2009), 263-264면 참조.

44) 정종섭(1992), 361-362면, 김하열(2008), 287-288면 참조.

45)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

마630 결정,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530 결정 등 참조.

4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47) 이상 최계영(2011), 188, 1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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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의 위임과 관련된 규범통제사유 이외에 평등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 등 실체적 헌법위반 역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사유 중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이는 당연히 헌법문제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 실체적 헌법위반을 인정

한 것으로 조사된 재판례는 전체 121건 중 45건(약 37%)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명령·규칙심사에 있어 헌법문제가 아닌 순수한 법률위반의 사례로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명령·규칙을 제정·공포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이를 

한 경우, 제정·공포 절차가 법률상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48) 행정입법절차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경우49)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사유로 명령·규칙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도 조사된 121건의 재판

례 중 순수한 법률위반 사례는 1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대부분은 위헌성 심사로서 이어지게 된다. 이

는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명실상부한 헌법재판임을 보여주고, 명령·규칙심사의 

준거규범이 되는 헌법규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원칙 등 헌법규범에 대한 

적정한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 규범통제로서의 명령·규칙심사

규범통제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한 법체계에서 하위 법규범이 상위 법규범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하위 법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상실시

키는 제도를 말한다. 규범통제의 대상은 법률에 한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법규범

을 포괄한다.50)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하위 법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규칙이 상

위 법규범인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규범통제에 해

당한다.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에서 가장 중추적인 제도이므로,51) 규범통제에 해당

하는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다시금 헌법재판에 속함이 분명해진다.

48) 정종섭(1992), 362면.

49) 김하열(2008), 287면.

50) 정종섭(2018), 1044면 참조.

51) 법제처(남복현, 2010), 113면, 한국입법학회(2016),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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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의 분류는, 먼저 규범통제의 ‘계기’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요구하느

냐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로 구분된다. 다음으

로 ‘쟁송의 대상’이 규범의 위헌·위법 여부인가를 기준으로 ‘주위적(본안적, 본원

적, 독립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로 구분된다.52)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제’라는 문언을 두어 규범통제의 계기로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에 해당하고, 쟁송의 

대상 자체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아니므로 ‘부수적 규범통제’에 해당한

다.

Ⅲ. 명령·규칙심사의 내용

1. 헌법규정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

의 표53)에서 보듯 일부 표현상의 변동이 있었지만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

르기까지 일관되게 법원에게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몇몇 초안에서 ‘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명

령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또는 ‘법원은

모든 종류의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

이 있다’ 등의 규정이 제시되었으나,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해졌다고 한다.54) 이

에 헌법규정에는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자인 ‘대법원’만을 명기하고 있

기는 하나, 명령·규칙심사의 주체에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각급 법원을 포함

한다.55)

52) 이상 Maurer(1999), Rdnr 69-75 참조[이원우(2009), 17면에서 재인용].

53) 표의 구성은 법제처(남복현, 2010), 110면을 참조하였다.

54) 정종섭(1992), 350-351면 참조.

55) 권영성(2009), 1089면, 성낙인(2019), 691면, 한수웅(2019), 1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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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내용

제헌헌법

(1948년 헌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헌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

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

다.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헌법)

제102조 제2항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헌법)

제105조 제2항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헌법)

제108조 제2항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

을 가진다.

제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심사대상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은 ‘명령’과 ‘규칙’이다.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

령, 부령 등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법규명령이 포함되고, 규칙에는 국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조례와 자치규칙56)이 포함된

다.57)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역시 명령·규칙의 범주에 속하여 심사대상

이 된다.

56)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

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7) 한편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하여, 헌법규정상의 ‘명칭’에 따라 분류하자고 하면서, 예를 

들어 자치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에 속하지 않지만, 명령·

규칙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므로 법원의 규범통제권한에 속한다는 견해로는 허완중

(2013a), 58-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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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행정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대법원 전

원합의체 심사대상)이 정하는 명령·규칙의 범주에 속하는지 논란이 있다.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에 대한 외부적 구속력 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

만을 갖는 행정규칙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의 심사대상에 속하

지 않는다고 설명되고,58) 판례의 태도도 그러하다.59) 다만 법령보충규칙, 재량준

칙 등과 같이 법규성을 갖는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하여 학설

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적이다.60) 대법원은 법령보충규칙 또는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으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다만 그 심사방식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심사한 사례가 있다.61)

3. 심사기준

헌법과 법률이 모두 심사기준이 된다.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헌법 

이외에 개별 헌법규정의 근저에 놓여 있는 헌법상의 원리나 원칙들을 모두 포함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비례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상

의 원리와 원칙이 심사기준이 된다.62)

58) 권영성(2009), 1090면, 김동희(2015), 184면, 박균성(2011a), 200면, 홍정선(2019), 258면.

5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명

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

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

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수산청훈령 제434호)은 행

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

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

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밑줄은 본 논문의 것이다. 이하 같다.)

60) 김동희(2015), 184면, 박균성(2011a), 200, 253면, 서보국(2011), 155-156면, 손상식(2014), 4면.

61)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진 보건부장관 고시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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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2항이 심사기준으로 ‘헌법’과 ‘법률’만을 명시해두었지만, 명

령·규칙심사는 하위의 법규범이 상위의 법규범에 합치하는지를 가리는 규범통제

에 해당하므로, 규범체계의 우열상 규범통제의 대상인 명령·규칙의 상위 서열에 

있는 법규범 역시 심사기준이 된다.63) 예를 들어, 총리령과 부령에 대한 심사에서

는 헌법과 법률 이외에 대통령령도 심사기준이 되고(헌법 제95조 참조), 자치입법

에 대한 심사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도 심사기준이 된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규칙에 

대하여는 조례도 심사기준이 된다(지방자치법 제23조 참조).

4. 심사범위

심사범위는, 규범 수립의 절차와 같은 ‘형식적 심사’64)를 비롯하여, 명령·규칙 

내용의 위헌·위법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포괄하되, 권력분립의 한계상 합목적성 

심사는 할 수 없다.

5. 위헌·위법성의 요구 정도

법관은 심사대상인 명령·규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해야 

규범통제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국내의 논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에 있어 법원의 제청요건으로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단순의심설, 합리적 의

심설, 확신설 등이 논의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

이 있는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

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참조). 그런데 법률과 달리 명령·규칙의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필요 없이 직접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헌법재

62) 헌법실무제요(2015), 175면 참조.

63) 허완중(2013a), 56면 참조.

64) 본 논문에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위반 사례가 조사되었다(판시 내용은 제3장 제2절 Ⅱ. 2. 다. ‘순수

한 법률위반 사례’ 부분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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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에 제청하면 이는 부적법하다65)), 특히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최종적’ 심사권을 가지는 점, 행정입법권 내지 자치입법권에 의해 수립된 명령·

규칙에 대하여 위헌·위법성의 확신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만으로도 이를 

무효로 본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으로서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일반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심사에 대하여 ‘무효의 

확신’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66)

6. 심사절차

제1심법원을 포함한 각 심급의 모든 법원이 명령·규칙심사권을 가지는데, 하급

심법원의 심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면 된다.

대법원의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다.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제2호),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

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다만, 명령·규

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소부에서 심사가 가능하

다(같은 항 단서).

65)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결정은『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

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

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헌법 제107조 제2항),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고 판시하였다.

66) Degenhart(홍일선, 2015), 2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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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의 효력

1. 학설의 태도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수의 학설은 이른바 ‘개별적 효력설’

로서 심사대상이 되는 명령·규칙의 규범적 효력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67) 이

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은 행정소송법 제6조의 공고 제도로 인하여 ‘일반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68) (하급심)법원은 명령·규칙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나 대법원은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69)

2. 판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아래에서 법원이 법률을 포함한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

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당시, 대법원은 ‘법원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그 법률 등

의 조항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법률 등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체

적 사건에 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그 일부 조항의 적용을 거부함에 그치는 것’이

라고 판시함으로써 개별적 효력설을 명시적으로 취한 적이 있었다.70) 그런데 1972

년 헌법개정으로 법률과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이 분리된 이래 현행헌법

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은 위헌·위법이 인정된 명령·규칙에 대해서 ‘무효’, ‘효력이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고, ‘명령·규칙이 위헌·위법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

다’는 식의 판시는 하고 않지 있다. 이와 같은 무효의 의미에 대해 개별사건에 한

정된다는 것인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인지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바는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한 이후에 다른 

67) 권영성(2009), 1091면, 김동희(2015), 153면, 한수웅(2019), 1353면, 허영(2019), 1086면, 홍

정선(2019), 258면 등.

68) 송기춘(2014), 137면.

69) 성낙인(2019), 692면.

70)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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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동일한 명령·규칙에 대하여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경우 위 사건을 전원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일부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사하면서도,71)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해당 명령·규칙의 효력이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지를 인용하되 구체적인 위헌·위법사유를 적

시하는 방법으로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0

항’이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동일한 시행령 조항에 대한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195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48 판결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이 이미 효력

을 잃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적시한 뒤 이를 무효라고 판

시하였다. 최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

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동일한 

조항에 대한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3059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도18498 판결을 비롯하여,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동일한 조항에 대한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660 판결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규범폐지적 효력에 대한 언급 

없이 구체적인 위헌·위법사유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명령·규칙의 무효를 인

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법원은 명령·규칙심사의 효력을 일반적 효력이 아닌 개

별적 효력으로 새기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하급심 재판례에서 명령·규칙심사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명시한 사

례는 드물지만, 본 논문에서 조사한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67893

판결은 “대통령령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대통령령은 일반적

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8. 27. 선고 2019누36430 판결은 위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위 사건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71)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심사대상을 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를 

축소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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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 개별적 효력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 효력이 아닌 개별적 효력

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명령·규칙심사의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29

조 제1항, 제38조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하여 ‘(취

소)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판결(제376조 제2항, 제380조), 회사설립무효판결(제190

조 본문) 등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명령·규칙심

사에 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대세적으로 미친다거나 명령·규칙을 일반적으로 폐

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에 관하여 법률의 일반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제47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수적 심사의 구조를 가

지고 있으므로, 심사의 효력은 개별사건에서 적용거부에 그치는 것이고 다른 사건

에까지 당연히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건의 분쟁 해결이라는 재판의 본

래 목적에 부수하여 명령·규칙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사건을 넘는 일반적 

효력은 부수적 심사구조상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단일법원에 심사권한이 모여 있는 집중형이 아

닌 비집중형(분산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건에서 동일한 명령·규

칙을 심사하는 법원들마다 얼마든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

령·규칙심사의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 효력을 인정

할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위헌·위법이 인정되기만 하면 명령·규칙의 폐지가 이루

어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나아가 헌법상 사법의 독

립원칙(헌법 제103조)을 감안할 때, 기판력이나 판결의 대세효, 심급절차 내 상급

심의 기속력 등과 같은 명문의 규정 없이 어느 한 재판부의 명령·규칙심사 결과가 

다른 재판부의 명령·규칙심사에 법적인 구속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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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뒤에서 살펴보듯 행정소송법 제6조는 행정소송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관보 게재를 정하고 있으나, 무죄판결의 관보 

게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0조,73) 헌법재판소 결정의 관보 게재에 관한 헌법재

판소법 제36조 제5항74)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9조의2 제1

항75)의 규정에서 보듯 반드시 일반적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결정만이 관보에 게

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6조가 명령·규칙심사의 일반적 효력의 근거

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76)

따라서 개별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개별적 효력설에 따라 법

원이 가지는 법규명령에 대한 심사권과 거부권을 ‘부수적 심사’와 ‘부수적 거부’

라고 부르고 있다.77) 다만 명령·규칙심사가 개별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법원에 

의하여 위헌·위법이 확인된 명령·규칙을 합헌·합법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폐

지할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명령·규칙심사의 개별적 효력과 심사 이후 

개선입법의 필요성은 서로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제4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다.

72) 정종섭(1992), 352면은 이 부분을 법원의 ‘물적 독립’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73)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

략)

74) 제36조(종국결정)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75)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2.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3.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5.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6.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76) 차진아(2007), 191면, 한국입법학회(2016), 83면 참조.

77) Degenhart(홍일선, 2015), 209면, 한국입법학회(2016), 101-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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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고 제도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소

송에서 대법원판결을 통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는 

1984. 12. 15.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정부의 개정법률

안 제출이유에는 ‘공고 제도의 의의가 동종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

다’고 하였다.78)

위헌·위법으로 확정적으로 판단된 명령·규칙이 이후의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실제이므

로,79) 행정입법자가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을 조속히 개폐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

법원판결로 확정된 것임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80) 나아가 행정청이 해당 명령·규

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위헌·위법을 주장하여 그 적용을 막고,81) 명령·

규칙의 해석·적용에 통일을 기하는 취지도 있다.82) 한편, 공고 제도로 인하여 현행 

구체적 규범통제가 실제상 추상적 규범통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83)

78) 정종섭(1992), 354면 참조.
79) 김동희(2015), 153면.

80) 박균성(2011a), 202면, 차진아(2007), 192면.

81) 박윤흔·정형근(2009), 867면.
82) 행정실무제요(2016), 396-397면.

83) 홍정선(2019),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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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례의 조사범위

Ⅰ. 법원

헌법에 따른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공히 가

지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인 법원의 범위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으로 한다.

따라서 하급심법원과 대법원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여 규범통제

를 한 재판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도 명령·규칙심사권을 가진다

고 해석되나,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Ⅱ. 선고·고지기간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고(판결)·고지(결정)

된 재판례를 대상으로 한다. 2016. 3. 28. 명령·규칙 예규가 제정되어 하급심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

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고

(제2조 제1항),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명령·규칙에 관한 위헌·위법 판결 

등이 있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4

조 제2항).84) 명령·규칙 예규의 시행을 통하여 법원 전체 차원에서 명령·규칙심사 

재판례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2014. 1. 1.부터 2019. 5. 14. 사이의 기간 내 선고된 규범통제 재판례 59건을 취합

하였는데(전수 수집은 아니다), 본 논문의 조사대상 121건에는 그 중 1건85)을 제외

84) 대법원이 관리하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s://glaw.scourt.go.kr)에서 법령의 깃발 표시와 

판결 팝업 기능으로 표시한다고 한다.

85) 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0476 판결로서 행정규칙 성질의 자치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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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8건이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63건은 본 논문에서 직접 수집하였다.

Ⅲ. 규범통제의 대상규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의 대상규범인 명령·규칙의 재판례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본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설명에 따라 법규성 있는 명령·

규칙을 원칙적인 조사대상으로 하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과 같이 종래 주류적 판례에 의하면 법규성이 없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의 대상이 아니나, 해당 재판례에서 법규성의 

존재를 전제로 규범통제를 하거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심사를 

한 경우에는 규범통제 방식과 관련하여 논급할 실익이 있으므로, 조사대상에 포함

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령·규칙의 위

헌·위법을 확인한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동일한 

조항의 위헌·위법을 인정한 재판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보았듯이 대

법원 스스로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사건에서는 동일한 조항에 대한 규범통제

를 소부심사에 그치고 있고, 하급심법원의 규범통제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

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독자적인 규범통제 사례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

기 때문이다.

Ⅳ. 규범통제의 유형

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부수적 규범통제 이외에, 명령·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소송물로 하는 항고소송에 의한 주위적 규범통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추

상적 규범통제에 관한 재판례는 제외한다.

대하여 대외적 효력을 부인한 판시로 엄밀한 의미의 규범통제는 아니므로 제외하되, 다

만 이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내용은 뒤에서 소개한다(제2절 Ⅶ. 3. 나. ‘하급심 규

범통제 이후의 개선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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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의 한계

본 논문의 조사대상은 완전한 전수 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인 재판례

로부터 과학적으로 확실한 의미의 통계적인 결과를 추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하

급심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에 송부하도록 한 명

령·규칙 예규가 제정되어 전수 조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일선 법원에서 위 예규의 제정 사실을 모르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재판서의 송

부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 차원의 사례 수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의 조사대상 재판례는 총 121건으로 상당한 수에 이르고, 규범통

제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재판례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동향을 알아보는 데 충분히 일조할 수 있는 대

상군이다.

제2절 현황 분석

Ⅰ. 재판의 유형

1. 현황의 개요

조사대상 재판례 121건 중 행정소송사건은 107건, 형사소송사건은 11건, 민사소

송사건은 2건, 비송사건은 1건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소송사건의 비중이 상당히 크

기는 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명령·규칙심사가 비단 행정소송에만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 등 다른 소송사건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비송사건86)

에까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헌헌법의 기초를 닦은 유진오 박사는 현행헌법 제107조 제2항의 원형인 제헌

86)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관

여하는 사건으로 설명된다. 비송실무제요(2014),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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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1조 제1항87)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대륙식 특별재판소가 아닌 영미

식 제도를 취한 것으로, 행정권의 처분에 관한 소송을 행정권 자신에게 맡기는 것

이 아니라 명령·규칙·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보통재판소에 소를 제

기할 수 있게 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88) 당초 헌법제정자가 위 헌법규정을 행

정소송의 근거조항으로 두었을 만큼, 본 논문에서도 명령·규칙의 규범통제 재판

례는 행정소송 사건이 많다.

그러나 종래 법률만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규율해온 민사분야에서도 다양한 부

속 법령들이 나타나면서 하위 법령들이 많이 제정되어 왔고,89) 이는 ‘사법의 공법

화’ 현상으로 대표된다. 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가가 최소한도로

만 관여한다는 종래의 자유주의적 이념으로부터, 국가가 사인 간의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법률관계의 형성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복지국가적 이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사분야에서도 국

가의 관여로 징표되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문제가 붉어질 수 있고, 이는 본 논문에서 민사소송 규범통

제 재판례들이 조사된 점에서도 확인된다.90)

형사분야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형벌규범을 창설할 수 있다는 죄형법

정주의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단계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분야

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형사규범의 내용을 확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행정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형벌(형사처벌)과 행정질서벌

(과태료)로 구성되는 행정벌의 제정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행

정벌과 관련된 형사소송, 과태료를 다루는 비송사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87)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

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88) 유진오 박사의 설명 원문은 정종섭(1992), 374면 참조. 한편, 유진오 박사는 ‘사법권은 

법원이 행한다’는 제헌헌법 제76조 규정의 주해에서도 제헌헌법 제81조가 행정소송의 

근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원우(2010), 10-11면 참조.

89) 한국입법학회(2016), 34면.

90) 종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규범통제를 한 사례로는,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이라 판시한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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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행정소송을 위

시하여 국민의 법률생활 전반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본권 수호의 제도로서 기

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체적 재판례

이하에서는 행정소송 이외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비송사건 재판례들의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 

본 논문에서 조사된 민사소송에서의 규범통제 재판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

체 판결이 있다(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50842 판결도 같은 

취지로 규범통제를 하였다).92)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실시하

고,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피

공제자인 학생·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공제급여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은 ‘요양급

여 등 공제급여의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사대상인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공제급여의 지급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을 참작하

고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고 있었

다.

위 사건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91)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약칭한다.

92) 위 전원합의체 선고 이전에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규범통제를 한 재판례로는 창원지방

법원 2015. 7. 2. 선고 2015가합31520 판결(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대하여만 무효로 판시)

과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7. 7. 선고 2015나21991 판결(불상고로 

확정)이 있다.



제3장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 37 -

를 상대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으로, 피고 공제회가 심사대상조항

을 근거로 기왕증 감액 및 과실상계 주장을 하자 대법원은 헌법 제75조의 언급을 

서두로 다음과 같이 위 대상규범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주

장을 배척하였다.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

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것이므로, 이는 

모법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

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없는 권리

제한 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

(...)9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공제급여의 피공제자에게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각 공제급여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외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에 가

공한 피공제자의 과실은 다섯 가지 종류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제

외한 나머지, 즉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에 의

하여 그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

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

거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

리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

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은 민사소송이기는 하나,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으로(제15조 참조)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위 

사건은 순수한 사법의 영역도 아니고 순수한 공법의 영역도 아닌, 사법과 공법의 

93) 중략 표시.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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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영역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색 지대에서는 종래 사법상의 법률

이 아닌 행정부가 제정한 행정입법 등의 하위 법령이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결정적인 준거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규칙에 대한 법

원의 규범통제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

본 논문에서 조사된 형사소송에서의 대표적인 규범통제 재판례는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

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원심인 대구지

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위 조항에 대하여 규범

통제를 하였다).9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

한 일정 수의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언급을 서두

로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

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94) 위 전원합의체 선고 이전에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규범통제를 한 재판례는 부산지방법

원 2015. 9. 11. 선고 2015노805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

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것으로 전원합의체의 판시를 인용하였다), 광주지방법

원 순천지원 2015. 4. 23. 선고 2014고정826 판결과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노1123 판결이 있다(상고심인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것으로 전원합의체의 판시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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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

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

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

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

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알

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

품으로 구분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

등법원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이 있다.95) 위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위 법률에서 임시

마약류 지정을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하

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서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

성의약품으로 구분한 내용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면

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96)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화와 행정의 전문성 증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

의 급증 등 다양한 사유로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분야에서도 전문적·기술

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입법위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97) 이 사건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

95)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5노1926 판결도 동일한 취지이다.

96)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4

노1971 판결과 같은 규범통제를 수행하지는 않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실질적으로 

법령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전제에서 알킬 니트리트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

론을 수긍하였다. 앞의 각주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노1926)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6477 판결도 같은 취지로 법령을 제한해석한 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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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대한 처벌법규의 위임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다. 비송사건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재판의 전제’에서 재판이란 민사·형사·행정소

송 등 소송사건 이외에 비송사건도 포함하므로, 법원은 당연히 비송사건에서도 명

령·규칙심사권한을 가진다.

비송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 사건이다. 행정입법의 확대는 과태료와 같

은 행정질서벌 규정의 확대로 이어지는데, 특히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정책’

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법규위반의 경우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98) 따라서 비송사건에서도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따라 국민에게 부

당한 행정질서벌이 발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통제 역시 중요하다.

과태료 재판 등 비송사건에서의 규범통제에 대하여는 학계 등의 관심이 적은 편

이나, 오늘날 증가되고 있는 행정질서벌의 추세와 국민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에서도 비록 소수례이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7.자 2017라1033 결정(확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과

태료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령99)이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하였다.100)

97)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18 결정 등 참조.

98) 박균성(2011a), 537면 참조.

9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 중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

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조 제1항 중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

겨 싣기 위하여’ 부분

100) 행정소송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같은 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동일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각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누40725 판결, 같은 법원 2017누40749 판결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한 각 상고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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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범통제의 사유

1. 현황의 개요

규범통제의 사유는 크게 ①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계된 법률유보원칙 내지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 제117조 제1항의 위반(이하 통칭하는 경우에는 편

의상 ‘위임한계일탈’101)이라 한다), ② 위임한계일탈 이외의 헌법상 원칙 위반 및 

기본권 침해 등 실체적 헌법위반, ③ 순수한 법률위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위 ①

번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⑴ 모법의 위임이 없이 명령·규칙이 제정된 경우, ⑵ 모

법의 위임은 있지만 명령·규칙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탈한 경우, ⑶ 모법의 위임은 있으나 명령·규칙이 구체적인 내용의 규율 없이 그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임한계일탈은 

규율영역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 또 다른 헌법상 원칙의 위반으

로 이어지는데, 이는 위임한계일탈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분류의 편의상 위임한계

일탈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죄형법정주의와도 관련이 있는 명확성 원칙의 

위반은 실체적 헌법위반으로 본다).

이와 같은 규범통제 사유를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 조사된 121건의 재판례를 분

류하면(복수의 사유를 든 경우는 중복 집계), 위임한계일탈의 재판례는 105건, 실

체적 헌법위반의 재판례는 45건, 순수한 법률위반의 재판례는 1건이다.102) 위임한

계일탈 사례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약 87%), 헌법이 행정부에 위임

입법의 한계를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정입법의 형성에 있어서는 행정

의 편의, 규제중심적 사고, 전문가적 독단, 관계 공무원의 법령 미숙지, 헌법과 법

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위임한계를 일탈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체적 헌법위반 사례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약 37%), 그 중 대다수는 과잉금지

101) 앞선 ‘제2장 제1절 Ⅰ. 행정입법’ 부분에서 보았듯이, 과거의 ‘위임입법 금지론’이 오늘

날 ‘위임입법 한계론’으로 전환된 의미에 비추어, 이를 한데 포괄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102) 건수의 기준은 각주 9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한 사건의 전체 심급 내에서 하급심법원

과 상급심법원의 재판을 합쳐 1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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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

에서도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요건과 관계된 실체적인 헌법상 원칙이 활발히 적

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행정입법의 실제 현장에서 헌법상 준수되어야 하

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의 위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순수한 법률위반의 경우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물론 조사의 한계상 같은 

유형의 재판례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의 조사결과에 따른다면,

명령·규칙의 규범통제 사유 중 오로지 순수한 법률위반만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

로 없을 것이라는 종래 학계의 추론103)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체적 재판례

가. 위임한계일탈 사례

(1) 법리 일반론

판례가 명령·규칙이 위임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해

당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의 

종합적 고려, ②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

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③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④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

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

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

하는 기준도 대체로 비슷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참

조).104) 본 논문에서 조사한 위임한계일탈의 재판례들도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103) 정종섭(1992), 361-362면 참조.

104) 이상 문현호(2019), 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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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조세분야에서는 법원이 심사강도를 높여서 명령·규칙의 위임한계일탈을 선언

하는 재판례가 다수 조사되었다. 먼저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

합의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05)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

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조세법

률주의의 언명을 시작으로 위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뒤 증여세부과처분

을 취소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

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

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

칙 제5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06) 제50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07) 제

65조의2, 제65조의3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

였다. 하급심으로는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에서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08) 제15조 제3항에 대하여, ‘모법령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감정평가업자들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시가 불인정 

105)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106)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7)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8) 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44 -

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임입법

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95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38814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규범통제를 인

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대하여 대

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에서 ‘모법인 구 지방

세법에 의한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 기한을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

지로 제한하여 국민의 의무를 변경하고, 가산세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

의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7두47403호로 상

고심 계속 중109)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69244 판결에서도 

같은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을 선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663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에서는 위 각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

다’는 사유로110) 규범통제를 하였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8누6187호 사

건에서 위와 같은 규범통제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대법원 2019두53464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자치입법 통제 사례

위임한계일탈을 사유로 한 자치입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 역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조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44 판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 그 중 서울 서초구 조례 조항111)에 대한 대법원 2016두35229 판결112)의 판시는 

109) 2019년 9월 기준이다. 이하 같다.

110) 그 이외에 평등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도 규범통제 사유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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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규정

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

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령의 위

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 문언의 해석상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정

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치규칙에 대한 재판례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한 사례가 

많았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13)에서는 개발행위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111)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2호

1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처음으로 무효

라고 판시한 판결이다[(문현호(2019), 74면 참조]. 그런데 규범통제 대상이 조례임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심사로 하였고, 위에 언급한 다른 대법원판결도 마찬가지이다.

113) 일례로 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8. 4. 18. 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2와 3-2-6 (3)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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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

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기준을 정한 자치규칙이 제정되었

다. 위 자치규칙에 근거하여 발령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 등이 문제된 여러 

사건들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조항은 위임한계를 넘어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14)

한편, 창원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구합50858 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확정)에서는 ‘창녕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업무처리 지침’ 중 ‘개발행

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목상 임야·전·답·과수원 지역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

항에 따라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지침을 배제한 채 편견 없는 관점

에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이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범통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덧붙인 설시가 눈에 띄었다.

(4) 모법을 위반한 명령·규칙

명령·규칙이 모법의 내용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재판례들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모법의 위임근거나 범위를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하위법령이 규범적으로 

모법의 규율내용을 위반하였는지가 규범통제 판단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재판례 

역시 모법의 위임명령을 위반한 문제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연결된

다.115)

114)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10933 판결과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누7127 판결(함평군 사건, 확정), 광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

합11268 판결과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8. 8. 9. 선고 2018누4174 판결(진도군 사

건,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02675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

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12624 판결(서산시 사건, 확정),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구합13110 판결(순천시 사건, 확정),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

5825 판결(여수시 사건,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5056 판결(청

양군 사건, 확정).

115)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규

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

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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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

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여학자금의 미상환 

원리금 등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은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고, 공무원연금법령에 근거한 행정규칙인 ‘행정자치부 2013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 2. 나.’ 규정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

장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위 판결에서는｢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월 퇴직연금에서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

도록 상환기간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위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상환기간을 최장 3

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

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업무처리기준은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116)

부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20050 판결(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처분 취소)에서는, 구 유통산업발전법117) 제12조의2가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구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118) 제14조의2에서 영업시간의 제한 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특정하고 있었다. 위 판결은 해당 조례 규정이 ‘법률 규정에 반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0으로 축소시켜 위법하다’는 내용의 규범통

제를 하였다(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누21080호에서도 규범통제를 인정하여 

확정되었다).

나. 실체적 헌법위반 사례

(1) 평등원칙 위반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67893 판결은 군복무 중 흉터를 입은 남

116) 위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 내지 상고하여 해당 쟁점이 상소심에서는 다루어지

지 않았다.

117)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8) 2014. 2. 7. 조례 제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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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퇴역군인인 원고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위 판결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19) 제47조 [별표 2] 제7급 제12호에서 

정하는 ‘상이연금 지급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120)에 대하여 규범통제를 하

면서, ｢‘외부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를 

구별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을 상이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던 종

래의 규정을 개정하여 성별의 구별 없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을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위 부칙에서 소급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

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급부행정영역에서 수혜적인 규정에 

관한 평등원칙 위반 사례인데, “대통령령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대통령령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 수급자(‘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들

에 대한 연금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힌다”고 판시하여 명령·규칙심사의 

일반적 효력을 부인하는 판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누36430 판결에서도 규범통제가 인정되어 그대로 확정됨).121)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대하여, 모법인 장애인복

지법 제2조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위 시행령 조항에서 ‘원고와 같이 오랫동안 틱 

장애로 인해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을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두

5090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에 있어 해당 시행령 조항

119)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전부개정되고,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120) 대통령령 제19708호, 2006. 10. 23.

121) 또한,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는｢이 사건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대상조항에 의하여 

1994.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1994. 7. 1.부터 2006.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06.

10. 22.까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해당 기간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군인’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개시일 및 지급액의 수준 등은 

종국적으로 군인연금기금의 재정 상태와 수급 구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결

정할 사항이다.”라는 점을 밝혀 둔다｣고 판시하여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의 재처분

의무와 개선입법에 관한 행정입법형성권의 관계에 대하여도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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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는 규범통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모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구체적인 형성에 있어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지적한 특기할 만한 사

례이다.

그 이외에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단849 판결(장해등급6급판정처

분취소) 및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6누10280 판결(확정)에

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 규정122)에서 ‘고정된 분절 이

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됨

을 설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조정반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과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8누6187 판결에서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오로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만 2인 

이상이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123)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두53464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신청 불승

인처분 취소청구)에서는 구 특허법 시행령12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26조 제

1항 부분은 ‘특허기간의 연장승인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헌법 제11조

가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다.125)

(2) 기본권 침해 내지 과잉금지원칙 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30222 판결(개인택시운송사

업신규면허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8.

122) 장애등급판정기준(2013. 11.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로 개정된 것) 제2장 1. 라.

(3) ④ (가)항

123) 더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124)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어 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125)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4두37702 판결에서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규범통제 없이,

처분사유가 모법인 특허법에 반한다는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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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선고 2018누178 판결(확정)에서는, 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한 자치규칙

인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지침’이 근속기간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에 과거 같

은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현재는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

게 되었다. 위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관한 위 규정이 개인택시운

송사업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응시자격제한처분및응시

자격지위확인의소,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1968 판결(응

시자격제한처분취소)과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누12606

판결(확정)에서는, 국방부령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19조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태양이나 

유형, 정상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

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여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은 형사사건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중 일부 규정126)

이 구리 등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조항

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를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

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127)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노6555호도 위 판단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9도3795

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2001 판결(창업사업자지위 확인 등 청

구)은 담양군 계획조례 제20조의3이 ‘모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담양군 내

126) 별지2 해당 부분 참조.

127) 그 이외에 모법이 당초 예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평

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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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경·경관 위해시설들에 대하여 신규는 물론 증설이나 업종변경의 경우에도 

허가를 불가능하게 하여,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8누4914호도 위 판시를 그대로 인정하

였다(상고심인 대법원 2018두67329호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됨).

한편, 본 논문에서 조사한 재판례에서 가장 많이 규범통제가 이루어진 명령·규

칙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13목, 제92조 

제2호 마목128)으로서 ‘범죄 유형이나 중대성,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교통방해 범

죄만 저지르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 내지 법익균형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0구합30 판결(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확정), 인천지법법원 2014. 8. 26.

선고 2012구단741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심은 피고의 처분취소

로 소각하) 등 총 16건의 재판례에서 규범통제를 하였다.129) 한편, 이후 헌법재판

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결정에서 위 시행규칙의 모법인 구 도로교통법130)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범죄행위의 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운전면

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하

면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다. 순수한 법률위반 사례

본 논문에서 조사된 사례는 1건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

8867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5. 10. 선고 2018누71863 판결(확

정)이다.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으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일부개정령(안)에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

128) 2006. 5. 30. 전부개정 이후 2018. 9. 28. 개정 이전까지 사실상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129) 위 재판례들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도 규범통제사유로 들고 있다.

130)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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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규정(부칙)이 당초 입법예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입법

된 사안이다.131)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인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 이

후에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하자, 피고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부칙(이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의 기

준이 적용됨)과 달리 실제 개정규정(이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됨)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규정 부칙 제2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대학설립·운

영 규정 제7조 제1항(수익용 기본재산의 상향된 최소기준을 규정함)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판결서 내 별도의 항목으로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 :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15. 7. 24.) 제2조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규

범통제 결과를 표시하였다.

Ⅲ. 규범통제 재판의 확정 심급

법원의 재판은 심급제의 절차에 의하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

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법원의 단계에서 규범통

131) 그 각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부칙
실제 개정된 부칙

(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

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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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판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조사된 121건의 재판례 중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이 이후의 심급에

서 번복됨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된 경우(다만 대법원에 의한 규범통제는 해

당 심급 내에서 기속력이 있으므로,132) 실제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총 50건133)이다. 반면, 상급심이 하급심의 규범통제 판단을 번

복134)하였고 이후 사건이 확정된 경우는(대법원재판은 확정 관계없이 포함) 총 31

건이다. 나머지 40건은 상급심이 계속 중이거나, 또는 상급심에서 규범통제 여부

가 쟁점이 되지 않았거나 소취하 등으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종료된 사건들

이다.

이 중 규범통제가 유지·확정된 사례를 각 심급별로 나누어 보면, 제1심의 규범

통제가 불항소 등으로 그대로 확정된 경우는 19건, 제2심에서 제1심의 규범통제를 

인정하거나 직접 규범통제를 한 이후 불상고 등으로 그대로 확정된 경우는 17건,

제3심에서 제2심의 규범통제를 인정하거나 직접 규범통제를 한 경우는 14

건135)136)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규범통제 재판이 확정된 심급

1심 2심 3심

19건 17건 14건

총 50건

132)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 규범통제 판결의 기속력과 행정소송법상 공고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4장 제3절 Ⅱ. 3. ‘개선방안’ 부분 참조.

133) 별지2 목록에서 밑줄 표시된 재판례 참조.

134) 하급심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규범통제를 하였음에도 상급심에서 그 

위헌·위법을 부정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다음 Ⅳ.에서 보는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과 

Ⅴ.에서 보는 ‘대외적 구속력만을 부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135) 다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제2심에서 규범통제가 유지·확정된 것으로 본다.

136) 별지2 목록 연번 48 기재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58171 판결의 규범통

제 판단은 상고심인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에서 쟁점화되지 못하고

(원고만 상고), 다른 이유로 관련 조항의 무효가 인정되었다.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54 -

이와 같이 대법원이 아닌 제1심과 제2심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가 이

루어지고 상고심의 명시적인 판단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는 총 조사 건수 121

건 중 36건으로 적지 않은 비율(약 30%)을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명령·규칙 규

범통제 재판은 행정소송법 제6조의 공고 제도를 통해 관보에 게재되는 반면, 하급

심에서 확정된 규범통제 재판은 상당수가 존재함에도 관보 게재 등 외부에 알려

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Ⅳ.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사례

1. 의의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

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

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

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137)

판례는 이러한 해석원리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137) 위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동위의 효력을 가진 두 개의 시행령 조항이 일견 서로 충돌되

는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

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이 상위법령 합

치적, 규범조화적, 체계적 축소해석을 시도한 이유는 규범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는 평가가 있다[이상덕(2018), 4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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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33841 판결 참조), 조례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대

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참조).

2. 구체적 재판례

본 논문에서 조사한 재판례 가운데, 하급심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범통제를 하였음에도, 상급심이 해당 명령·규칙을 상

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따라 유효한 규범으로 보아 하급심의 규범통제를 번복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

상급심에 의하여 번복된 하급심 규범통제 재판례로는,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규범통제를 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387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52863 판결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고시 규정138)에는 수급자에게 제공

하는 방문목욕 서비스에 관한 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

하여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

하여 1인의 요양보호사만이 몸 씻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 규정에 위반하여 ‘부

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로,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

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하급심법원들은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나 ‘이성(異性)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수치심을 느

끼는 경우까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 과정을 제공하도록 강제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에 위반되고, 모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

나 무효｣라거나(서울고등법원 2015누37756), ｢일률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로 하여금 몸 씻기 과정을 수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급자가 몸 씻기 과정에서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자신의 알몸을 완전히 노출하고 그 상태로 2인 이상의 타인

138)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장 Ⅱ.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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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된다거

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863), ｢모 법령에서 방문목욕의 몸 씻기 과정에 반드

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그 취지에 

비추어 이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위 고시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모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서울고등법원 2015누38711)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3384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56)과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8711)에서는 다음의 판시와 같이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따라 위 고시 규

정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뒤, 제한된 의미의 고시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다.139)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취지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의미를 유기

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방문목욕에 있어서 수급자의 안전을 고려하면 몸 씻기

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함이 당연한 원칙이나,

다만 그에 대하여 수급자로부터 합리적인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수급

자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

양보호사 1인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

통상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상 몸 씻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이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몸 씻기 과정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몸 

씻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한 규정 취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하여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

139) 다음의 판시는 후자의 대법원 2016두33117 판결의 내용으로, 전자의 대법원 2016두

33841 판결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한편, 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863 판결의 항소

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7누84077 판결은, 대법원 2016두33841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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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굳이 위 조항을 위

헌 내지 위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상

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표시정지 및 판

매정지 처분 취소)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표 9] 중 일부 규정140)이 ‘모법령

의 위임범위 벗어나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

시하였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은 상위법

령 합치적 해석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시행규칙 조항은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제품제조공장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시판품조

사로서가 아니라 현장조사로서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유

효성을 긍정하였다.

실체적 헌법위반을 이유로 한 하급심의 규범통제 내용을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에 따라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은 행정규칙인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

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

분’이 평등원칙 내지 법치국가원리(명확성 원칙도 함께 지적하였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은 

해당 규정에 대한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을 전제로 명확성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40) 별지2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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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 의의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행정입법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성 있

는 행정규칙’로 대별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 법규명령의 형식인 ‘부령’에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경우 실질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141) 후자의 경우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

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만,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142) 이러한 심사방식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

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내용의 규범통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

한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통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

례의 태도와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상위법령의 위

임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143)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범통제를 한 재판례들이 조

사되었다.

2. 구체적 재판례

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심사로서 

14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다수.

14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등 다

수.

143)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은, 판례에 의하면 형식과 실질이 모두 행정규

칙이므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 행정입법이 되고, 다음의 하급심 재판례에 의하면 법

규성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행정입법이 된다. 본 항의 표제(형

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행정입법)는 일응 후자의 관점에서 기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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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령인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144) 제15조 제4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

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심사가 아닌 소극적인 통제를 하였

다.

이와 달리 같은 조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구합104892

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

을 확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판결서 내에서 “이 

법원의 위헌·위법 규칙 심사 결과 :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는 내용으로 규범통제의 결과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이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

진 규범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와 같이 대외적 효력의 부인이라는 소극적인 통제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

이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누10065 판결(확정)은 

위 부령 조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대외적 효력을 인

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와 같이 대외적 효력만을 부인하는 것에 그

쳤다.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104908 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취소, 위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892 사건과 다른 재판부이다)도 위 부령 조

항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역시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6누13500 판결에서 대외적 효력만을 부인하는 취지로 규범통제의 내

용을 변경하였다.

나.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

앞서 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에 

144) 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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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모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라고 설시한 뒤 “이 법원의 위헌·위

법 고시 심사 결과”라는 항목으로 해당 고시 규정의 위헌·위법성을 별도로 표시하

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22312 판결(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

급정지처분 취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

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

나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누20947)에서도 위 판시가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2016. 8. 24. 선

고 2015두52838 판결은, 위 고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

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대외적 효력만을 부인하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02675 판결(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위임에 따른 자치규칙인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8조 제1항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누12624, 확정)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이 

사건 조항은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시를 변경하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

53958 판결(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취소)은 중소기업청 고시인 ‘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일부 규정145)에 대하여 ‘모법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어 위법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적법한 법규명령으

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

고, 나아가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위 행정규칙이 

모법에 위반됨을 표시하였다.146)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처거

부처분취소)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3년도) 중 ‘중

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145) 자세한 내용은 별지2 해당 부분 참조.

146)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68013 판결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이후 대법원 2018두43026호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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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없다’는 부분이 ‘현직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면서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누

62267호도 위 판시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8. 6. 15. 선

고 2015두40248 판결에서는 위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청 내의 사무

처리준칙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지침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다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였다.

Ⅵ. 재판서 내 규범통제 결과의 표시 방식

본 논문에서 조사한 재판례 중에서 위헌·위법이 인정된 명령·규칙 규범통제의 

결과를 이유 부분의 설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나 별도의 항목에서 따로 

표시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는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에 관한 재판서 내 가시성(可

視性)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147) 본 논문의 조사에서는 2015년에 선고된 재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를 처음으로 총 16개148)의 재판

례에서 규범통제 결과를 재판서 내에서 따로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원이 최근 들어 명령·규칙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

다. 다만, 대법원판결의 경우 주문에서든 별도의 항목에서든 규범통제의 결과를 

따로 표시한 사례는 없었다.

재판서 내 규범통제 결과의 표시 방법은 주문 내에서 표시하는 ‘주문형’과 주문

과 청구취지 사이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별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주문형

본 논문에서 확인된 주문형 재판례는 2개로 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147) 서울행정법원(2016), 37면.

148) 하급심의 표시 사례 15개와, 하급심의 표시에 따라 그 상급심에서도 표시한 서울고등법

원 2017누38814호(1개)의 사례를 더하여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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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100449 판결(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과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단100517 판결(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앞 사건과 같

은 재판부이다)이 있다. 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149)

주       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7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제2항 개별기준 가호 35목

은 법률에 위반된다.

2. 별도형

본 논문에서 확인된 별도형 재판례는 14개로 주문형보다 더 많다. 재판서 내 주

문 항목과 청구취지(내지 항소취지) 항목 사이에 별도의 항목을 두는데, 그 표제는 

“이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 심사 결과”,150) “이 법원의 위헌·위법 규칙 심사 결

과”,151) “이 법원의 위헌·위법 고시 심사 결과”,152) “이 법원의 위헌·위법 시행규칙 

심사 결과”,153)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154)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155) “이 법원의 위헌 규칙 심사”,156) “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결과”157) 등 

149)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49호의 사례

150)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151) 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구합104892 판결

152)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153)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

154)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3264 판결, 부산지방법

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36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69244

판결

155)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539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156)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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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례마다 다양하다. 표제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의 내용도 다음의 예와 같이 상이

하고, 위반되는 준거규범이나 위반내용을 상세히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 심사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

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158)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 

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

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159)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15. 7. 24.) 제2조는 법률에 

위반된다.160)

이 법원의 위헌·위법 고시 심사 결과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I. 3.항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

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

회복지시설’ 부분 및 제2장 Ⅱ. 5.항 중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7. 19. 선고 2017누38814 판결

157)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158)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159)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326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

고단3665 판결

160)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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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

다.161)

3. 하급심의 규범통제 표시 이후 상급심의 표시

제1심법원에서 규범통제 내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 이후에 항소심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범통제를 한 경우에,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규범

통제의 판단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

누38814 판결)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5. 10. 선고 

2018누7186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187 판결)로 나뉘는 것이 

확인되었다.

Ⅶ. 규범통제 이후의 개선입법 여부

1. 의의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별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판을 하였더

라도, 해당 사건에서의 적용거부로만 이어질 뿐 일반적으로 규범을 폐지하는 효력

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명령·규칙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개선입법에 나아가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개선입법 없이 위헌·위법의 명령·규

칙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규칙이 장래 다른 사건에 계속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에서는 본 논문에서 조사된 규범통제 재판 이후 명령·규칙의 미개선 사례

와 개선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162)

161)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162)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 명령·규칙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는, 규범통제 재판의 이유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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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개선 사례

가. 대법원의 규범통제 이후 미개선 사례

민사소송에서의 규범통제 사안으로 앞서 살펴 본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이 다 되가는 2019년 9월 기준으로163) 어

떠한 개정도 없이 조문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이는 특히 행정소송법 제6조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여 확정된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결만을 행정안

전부장관에 대한 통보 및 관보 게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민사소송’ 판결은 포

함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명령·규칙의 최종적 심사권을 가지는 대법원

에서,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의 2/3 이상으로 구성되어 명령·규

칙의 위헌·위법 여부 판정, 판례의 변경, 소부에서 회부한 주요 사건 등 중대한 사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하였음에도 

행정부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피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조항을 근거로 기왕증의 참작 내지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부산고

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52555 판결, 서울중앙법원 2018. 9. 21. 선고 2014가

합56428 판결). 위 주장들은 법원에 의해 배척되었으나, 만약 담당 재판부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시행

령 조항을 근거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피공제자나 유족 측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또한, 설령 행정소송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입법을 하

지 않는다면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존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해당 명령·규칙 및 모법령, 관계 법규정의 각 개정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할 사항으로 개선입법 여부는 일의적으로 확정짓기 어렵다. 설령 명령·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더라도, 규범통제 재판에서 지적한 위헌·위법사항 중 일부만이 해소되었다면,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선 여부가 확

실하게 확인된 사례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163) 이하 미개선의 기준시점은 2019년 9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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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2호가 모법령의 위임한계

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도 위 규정은 존속하고 있

다.164)

나. 하급심의 규범통제 이후 미개선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등록취소처분취소)은 보건

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5항’과 행

정규칙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개선된 바

는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단849 판결(장해등급6급판정처분취소)은 

구 장애등급판정기준165) 제2장 1. 라. (3) ④ (가)항 중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는 부분이 모법령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반

한다고 판시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6누10280)에서도 그 판단이 인정되

어 확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정216 판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

반)과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1043 판결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에서 전체이용가 게

임물을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다시 한정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상고심인 대법원 2018도14054호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시규정에 대한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24605 판결(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은 

어린이집 교직원 정년을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

례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

164) 다만 위 대법원판결은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부심사에 그쳐, 행정안

전부장관에 대한 통보 및 관보 게재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65) 2013. 11.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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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6누20715 판결에서도 이를 인

정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9501 판결에서는 ‘상고심 계

속 중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

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자판의 각하판결을 하였다. 위 조례규정은 하급심에서 규

범통제가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의 각하판결 이후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교직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11615

판결(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청구, 확정)이 같은 취지로 무효라고 판시한 이후 

2016. 12. 30. 위 조례의 전부개정 때 해당 정년 규정이 삭제된 것과 비교된다.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

소)에서 ‘행정자치부 2013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2. 나.’ 규정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원고만이 위 판결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하여 위 규정의 무효 여부

는 상소심에서 쟁점화되지 못하였다. 위 조항은 최근 연도의 규정에서도 존치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이나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행정입법에 

관한 사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를 하지 않고 해당 규정의 효력

이나 대내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개선입법의 가능성을 더욱 더 줄인다고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의 사례에서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하급심의 규범통제를 상위법

령 합치적 해석을 통해 번복한 대법원 판결(2016두33841, 2016두33117) 이후 해당 

고시 규정은 개정됨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에

서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하급심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표 9]에 대한 규범통제 이후 대법원 2017두45698호로 상위법령 합치

적 해석을 통해 규범통제를 번복한 이후 해당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로소 개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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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13

목, 제92조 제2호 마목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조사된 총 16건의 하급심 규범통제 

재판례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결정에서 그 모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이후인 2018. 3. 27. 도로교통법 개정과 2018. 9. 28.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뒤늦게야 위 시행규칙 조항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야 비로소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의 규범통제로 인하여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이다.

3. 개선 사례

가. 대법원의 규범통제 이후 개선 사례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

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형사소송판결이기는 하나, 위 선고일로부터 4개월

여가 지난 2017. 6. 20. 위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었다.

한편, 대외적 효력을 부인하는 통제방식으로서 엄밀한 규범통제의 범주는 아니

나 이에 따라 개선사례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기는 하였다. 대법원 2016. 8. 24. 선

고 2015두52838 판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

조 제1항 제12호에 대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위 선고

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7. 12. 11.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나. 하급심의 규범통제 이후 개선 사례

하급심 단계에서 규범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선입법이 된 사례들이 있다.

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30222 판결(개인택시운

송사업신규면허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에서 자치규칙

인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지침’ 중 일부 규정으로 인하여, 과거 

같은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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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같은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보다 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

에서 밀렸으나, 위 규범통제 이후 2018. 11. 9. 개정으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 회사의 재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응시자격제한처분및응시

자격지위확인의소, 항소취하로 확정)에서 국방부령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19조’가 모든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일률적으로 5년의 시험응

시자격 제한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이후, 2017. 11. 16. 개정으로 구분된 

시험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3년의 응시자격 정지 또는 해당 시험의 무효·정지 등

으로 제재조치를 나누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구합6587 판결(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은 울산광역시 

고시인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중 일부 규정166)에 대하여 규범통제를 하

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에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외에 명령·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부인한 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0476 판결(지원금반환명령취소)은 자치규칙인 ‘목포항 컨테이너화물 유

치 지원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재정법 및 조례의 위임에 따라 지

원금의 반환사유인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자금지원

을 받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

하였을 때’라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조례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6308 판결에서 위 판시가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그 이후 2017. 6. 19.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제3절 명령·규칙심사 현황의 정리

이와 같이 살펴 본 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례에 의하면, 법원이 명령·

166)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2012. 6. 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127) 중 ‘401세대 이

상’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비 단가 210,000원/세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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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심사권의 행사를 강조해온 최근의 흐름에 발맞추어 각급 법원의 재판에서 행

정입법, 자치입법 등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규범통제 영역은 행정소송

을 위시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나아가 비송사건에까지 국민의 법률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었다. 나아가 심급제의 구조상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단계에서 규범통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규범통제의 구체적인 사

유들은 순수한 법률위반이 문제된 협의의 위법성보다는 위임한계일탈과 같이 헌

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등이 문제되는 사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

법상 원칙 위반과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 등과 같이 헌법적 쟁점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명령·규칙심사가 명실상부한 헌법재판으로서 기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보다는 

규범의 현상유지 및 이를 통한 법질서의 안정에 방점을 두는 재판례들이 조사되

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

에 대하여는 하급심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인정 등 적극적인 규범통제에

도 불구하고, 상급심법원은 종전의 판례대로 위헌·위법성에 대한 지적 없이 국민

이나 법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만을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5년 

이후 규범통제의 결과를 재판서 내 주문이나 별도의 항목에서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고 표시하더라도 그 방식과 내용이 통

일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규범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원을 비롯하여 하

급심에 의하여 위헌·위법이 확인된 명령·규칙이 계속 존치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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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령·규칙심사의 개선방안

제1절 명령·규칙심사 개선의 의의

Ⅰ. 명령·규칙심사와 개선입법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이

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70여 년간 일관되어 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헌법은 일반 법원에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권한을 부여하는 명

문의 규정이 없고 대신 헌법해석을 통하여 도출하고 있다. 즉 독일연방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19조 제4항과 제20조 제3항167)

의 해석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 행정입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부수

적 심사권한을 도출하는데,168) 법률(Gesetz)과 법(Recht)에 기속되는 사법부로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을 재판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사법권의 기본권기속 및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법이론적 해석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여하의 법이론적 뒷받침 없이 명문의 조항으로 법원에

게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권자

인 국민과 최고규범인 헌법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의 책무는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이 명령·규칙심사 제도를 정한 취지에 맞게 기본권 수호의 차원에

서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과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

167) 제19조 제4항 : 공권력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권리구제절차가 열려 있다.

다른 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통상적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제

2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제3항 :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이상의 해석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 연구활동 - 법령정보 참조)

168) 선정원(2005), 245면, 한국입법학회(2016), 1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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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에서 보듯이 명령·규칙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정한 규범통제에 나아가지 못하고 소극적인 통제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채 법

적 효력 내지 행정내부적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해당 명령·규칙은 개선입법

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본 논문에서도 실제 미개선 사례들

이 확인되었다.

또한 법원이 명령·규칙심사에 의한 규범통제를 한 경우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개선입법 없이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이 그대로 존치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심지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개선입법의 미비는 비단 본 논문

에서 조사한 재판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명령·규

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한 총 22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어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원합의체 판결 6건의 사례에서 개선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고, 3건은 개선입법이 있기는 하였으나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1건은 판결선고로

부터 무려 13년이 지난 이후에야 법령정비가 있었다고 한다.169) 본 논문의 조사와 

선행연구는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가 실질적인 개선입법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Ⅱ. 개선입법의 필요성

1. 개별적 효력과의 관계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해당 사건에서의 적용 거부라는 개별적 효력에 그침은 

앞서 살펴보았는데, 해당 사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개선입법이 왜 문제

되는 것인가? 이는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합헌·합법적인 명령·규칙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 원리’ 등과 관계된다.

169) 김용섭(2013), 특히 136-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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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임권한은 국회에, 명령·규칙의 수립권한은 정

부에, 명령·규칙의 해석권한은 법규범의 인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부에 귀속

되므로, 명령·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정립되어야 하는 명령·규칙에 중대한 하자

가 있음이 유권적으로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부수적 심

사구조상 개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지만,

명령·규칙은 재판당사자 이외에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이

므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해당 법규범이 오직 사

건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위헌·위법성을 띤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고, 일반적인 법

규범으로서 위헌·위법하다는 의미가 된다. 즉, 만약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는 헌

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나 여하의 이유로 단지 개별 당사자 또는 개별 사건의 

차원에서만 위헌·위법성을 갖는 것이라면, 애당초 법원으로서는 명령·규칙이 헌

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규범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공권

력의 작용이 개별당사자와의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공권력작용으로서 발령대상

이 개별 국민에 한정되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고 재판 이후 당사자나 다른 국

민에게 다시 적용되는 문제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위헌·위법이 인정된 명령·규칙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추상

적 법규범이므로, 명령·규칙심사 이후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이에 근거한 

집행행위를 통해 누구에게나 다시 적용될 수 있다. 명령·규칙심사가 개별적 효력

을 가지는 이상 법원의 규범통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규칙은 형식적으로 유

효하게 시행 중이라 할 수 있으나, 위헌·위법으로 확정적으로 판단된 명령·규칙이 

심사 이후의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170) 만약 정부가 심사의 개별

적 효력을 이유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또 다시 침해될 수 있고, 해당 국민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명령·규칙이나 

이에 근거한 집행행위를 다투는 소송의 제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170) 김동희(2015), 1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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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인정되었음에도 정부가 이에 

근거하여 계속적인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신체적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

하게 침해될 수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 후단에 따라 기본권보장의무를 부담하

므로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171) 이는 법률의 집행

에 해당하는 명령·규칙의 정립 및 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헌·위법한 명

령·규칙이 존치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보장의무

의 관점에서 정부는 법원의 규범통제를 통해 확인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치

주의 원리 내지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국가의 모든 공권력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정은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172) 그럼에도 행정이 수립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의 합헌·

합법성으로 표상되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은 더 이상 집

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정부로서는 해당 명령·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명령·규칙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

률에 위반된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이후 개선입법 없이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 국민들은 해당 명령·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한 재판결과가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라 공고된 경우에는 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고, 해당 명령·규칙은 국민

들의 법률생활을 규율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명령·규

칙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관점에서도 행정내부적 규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명

령·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고 집행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명령·규칙이 위헌·위법한 경우 이를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 이를 관보

에 게재함에도 담당공무원이 명령·규칙을 준수하고 집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

171) 한수웅(2019), 407면.

172) 김동희(2015), 30-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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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나아가 정부입법안으로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공

고 제도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6조를 신설하면서 개정이유로 ‘동종 사안의 재발 방

지’를 들었는데,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위법이 인정된 명령·규칙을 계속 집행하거

나 개선입법 없이 존치시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마련한 행정소송법 제6조의 취지

에도 반한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개별적 효력을 갖는 것과, 심사 이후 개선입법

의 당위성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전자는 법원이 구체적인 재판

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적용을 거부함으

로써 개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명령·규칙의 집행권자 내지 

개정·폐지권자인 정부 등이 위헌·위법이 확인된 명령·규칙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

고 이를 개정 내지 폐지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제10

조 후단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합헌·합법적인 명령·규칙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행

사하여야 할 법치주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추상적·주위적 규범통제 재판이 아닌 구체적·부

수적 규범통제 재판에서 위법성의 항변(Exception d'illégalité)을 통하여 행정입법

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부가 그 행정입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위법하

지 않고, 행정입법 폐지 등의 청구가 있으면 폐지의무를 진다는 판례이론이 정립

되었다. 1983. 11. 28.에는 데크레(décret, 대통령이나 총리가 발령하는 행정입법의 

일종)의 규정을 통하여 ‘개별 처분이 그 근거인 행정입법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관할 행정청은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제3자

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문제된 행정입법 규정에 대해 판결의 이유를 고려

하여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

다.173)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 ‘명령 등174)을 정하는 기관은 명령 등

을 정할 때에는 그 명령 등이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173) 이상 선정원(2005), 251면.

174) “명령 등”이란 법률에 근거한 명령(처분의 요건을 정하는 고시를 포함한다) 또는 규칙,

심사기준, 처분기준, 행정지도지침을 말한다(일본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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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등을 정한 후라도 해당 명령 등의 실시 상황,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을 감

안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명령 등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정성을 확보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175) 이에 관하여 일본 학계는, 명령 등에 대하

여 재판에서 위법이 선언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명령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봄으로써 행정절차법 제38

조를 실체적인 규정으로 보고 있다.17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법원에게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부여하는 헌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및 그 취지,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막아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합헌·합법적인 

명령·규칙만을 집행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른 명령·규칙 

위헌판결 공고제도의 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을 가진 대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해당 명령·규칙을 더 이상 적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개정 또

는 폐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177) 이에 의하면, 명령·규칙을 집

행하는 공무원은 소극적으로는 위헌·위법의 명령·규칙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상 징계사유나 형사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판결의 취

지에 맞게 합헌·합법적인 내용으로 명령·규칙을 개정·폐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해당 명령·규칙의 미집행이 위법한 행정부작위가 된다거

나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발령을 구

하는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다고 하여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명령·규칙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 또는 법률

을 위반한 탄핵사유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2. 후행소송과의 관계

명령·규칙심사는 후행소송의 법적 결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입

175) 해석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참조.

176) 塩野(2010), p. 316. [김용섭(2013), 118면에서 재인용]

177) 같은 결론으로 박균성(2011a), 201면-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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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먼저, 대법원에 의하여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인되어 관보에 게재된 이후

에도 이를 계속 적용한다면, 해당 공무원과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

다. 즉, 대법원으로부터 위헌·위법이 확인된 명령·규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178) 정부가 적시에 명령·규칙을 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구

체적·부수적 규범통제에 따른 행정의 개선입법 의무를 인정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예에서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179)

이는 명령·규칙심사의 개별적 효력과 관계없이 헌법상 기본권에 기속되는 정부로

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개선입법을 마

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한 것에 대

하여 법적인 책임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명령·규칙심사 이후의 개선입법은 미루어져서는 아

니 된다.

다음으로 위헌·위법이 이미 인정된 명령·규칙에 근거하여 새로운 처분이 발령

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를 구성하는지와 관계가 있다. 대법

원판결에 의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

고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그 하자

가 무효사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180)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취소사유와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친다. 명령·규칙심사 이후 해당 명령·규칙은 명목상으로는 시행되고 있으

나, 이에 근거한 처분 등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의 하자를 갖게 되고 누구나 언제

든지 다툴 수 있으므로 명령·규칙은 사실상 규범력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명령·

규칙이 형식상으로 존치되는 경우에는 법질서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

178) 박균성(2011a), 202면.

179) 선정원(2005), 215면 ; 宇賀克也(2006), p. 329. [김용섭(2013), 118면에서 재인용]

18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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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명령·규칙이 존치되지 않도록 개선입법이 긴요해진다.

3. 헌법재판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위헌성 심사로 대부분 귀결되는 

명실상부한 헌법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령·규칙 규범통제에 따른 개선입법 

문제는 헌법재판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헌법

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막중한 기능에도 불구

하고, 실효성을 늘 위협받고 있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위헌결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18건, 헌법불합치결

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39건, 총 57건에 이른다.181) 오늘날 법률에 비견되

는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역시 개선입법으로 이

어지지 못한 사례가 본 논문에서 다수 확인되었고, 이는 명령·규칙심사가 헌법재

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는 기본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의 목적에 맞게 개

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례의 현황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① ‘재판 내의 차원’에서 

법원이 행하는 규범통제의 심사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② ‘재판 외의 차원’에서 

규범통제 결과가 개선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순차로 검토한다.

18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찾기 쉬운 주요 정보 - 미개정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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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범통제 심사방식의 개선방안

Ⅰ.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원칙에 대한 성찰

1. 판례의 정당화 근거

본 논문의 조사에서 보았듯이, 명령·규칙의 효력을 부인하는 하급심 재판에 대

하여 상급심에서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원칙에 따라 해당 명령·규칙의 유효성을 

긍정하되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 상위법령 합

치적 해석의 정당화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

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

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182)고 판시하

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그 근거로 꼽고 있다. 그 이외에 ‘민주법치

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

고 있다’는 것도 그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183)

2. 정당화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비견되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 권력

분립,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에 대한 존중, 법적 안정성 등을 그 근거로 한다.184)

그런데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간에 발생하는 모순과 부조화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법질서의 통일성’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나 부분위헌결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법질서의 통일성은 단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해석을 금지하

182)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

61051 판결 등 참조.

18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참

조.

184) 사법정책연구원(2018), 13면, 권영성(2009), 27-28면 참조[권영성(2009), 27면은 법질서의 

통일성도 함께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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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질서

의 통일성만으로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185) 이는 명령·

규칙에 대한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원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법질서의 통일성만을 위하여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판례가 내

세우는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법질서의 통일성과 

결부된다)이나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

라는 추정원칙’은 쉽게 일반화하기 어렵고,186) 특히 후자의 근거에 대하여는 대법

원이 최근 판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187)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은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상위규범에 대한 합

치 추정이 아닌, 그 근거인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

서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입법형성권의 존중 근거의 경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

하는 법률과 달리 행정입법권의 산물인 명령·규칙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의 법률도 제정

할 수 있는 ‘창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하여, 행정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만 명령·규칙을 수립할 수 있는 ‘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

다.188) 따라서 명령·규칙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은 국회의 법률과 견주어 볼 

때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주의 원칙이나 의회주권의 관점에

서도 더욱 그러하다.

법적 안정성 근거의 경우에도,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는 법률과 많은 차이

가 있다. 입법자와 집행자가 분리되는 법률과는 달리 명령·규칙은 입법자와 집행

자가 같고, 명령·규칙의 제·개정 절차는 법률의 제·개정 절차보다 간이하며, 정당 

간 타협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율이 요청되는 법률과는 달리 대통령을 정부수반

185) 이상 한수웅(2019), 57-59면 참조.

186) 성지용(2011), 67면.

18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

61051 판결.

188) 허완중(2013b),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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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행정부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

다.189) 따라서 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행정

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에 대하여 개선입법 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조례 등 자치입법의 경우 일반 국민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만 적용되고, 법률이나 행정입법과 같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지는 아

니하므로, 자치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침해는 상대적으로 약

한 편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 의하더라도 언제나 명령·규칙을 상위법

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범통제로 

인하여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경우 등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확실할 때 상위

법령 합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문제점

가. 개선입법과의 관계

이와 같이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원칙은 그 대상이 법률과 다른 명령·규칙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와 마찬가

지로, 문언의 의미를 넘지 않아야 하는 ‘문언적 한계’와 입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법목적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거나 그 해

석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부수적 규범통제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규범통제 이후

의 개선입법은 행정부에 맡겨져 있다. 부수적 규범통제라는 소극적인 방식의 규범

통제를 하는 법원이 이보다 더 소극적인 방식의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나아갈 

경우 개선입법의 문제는 더욱 곤궁에 빠질 수 있다. 법원이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에 따라 명령·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상 설령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따른 소극적인 통제가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통

보나 관보 게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행정부로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

189) 허완중(2013b), 3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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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규정의 변화 없이 명령·규칙이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해당 명령·규칙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규정 내 혼재된 적법 부분과 위법 부분을 구

별하여 각각의 사안마다 세심하게 집행할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담당공무원은 명령·규칙의 명문 규정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면 법원의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따라 위헌·위법이 확인된 내용으로 명

령·규칙을 집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관

점에서도 명령·규칙이 그대로 존치·시행되고 있는 이상 법원의 재판과 법해석에 

의하여 위헌·위법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대상이 된 명령·규칙은 행위규범으로서도 온전히 기능하기 어렵다.

나. 구체적 사례

일례로,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라 방문목욕에 있어서 몸 

씻기의 과정이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

33841 판결과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에 대하여 본다. 위 판결

들은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하여 ‘방문목욕에 있어서 수급

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제공되

어야 함이 원칙이나, 다만 그에 대하여 수급자로부터 합리적인 반대의사가 명시적

으로 표시되고 수급자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하여 그 유효성을 긍정하면서, ‘수급자로부터 합리적인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1인이 수급자에게 몸 씻기 과정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서 각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문언적 한계’의 관점에서 보면, 위 고시 규정은 “반드

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몸 씻기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이 문언적 한계 내에 있는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인지 의문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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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 위 판결에 의하면 해당 고시 규정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수범자인 국민이나 집행권자인 행정부가 위 규정이 문언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인에 의한 몸 씻기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 판결이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상위규범에 대한 합치 추정’의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있겠으나, 이는 상위법령 합

치적 해석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방문목욕 서

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나 복지센터운영자로서는 위 고시 규정에 

따라 1인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 과정이 금지된다는 인식 아래, 설령 수급

자로부터 2인에 의한 몸 씻기 과정에 대한 반대의사가 표시되더라도 행정청의 요

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우려로 2인에 의한 몸 씻기 과정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 2인에 의한 몸 씻기 과정이 노인 등 수급자에게 사실상 강제되고, 결

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위 사안에서 규범통제를 한 하급심인 서

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52863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

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위 고시 규정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행정부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할 규율영역으로 보기 어렵고, 위 고시 규정을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행정부에 의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법적 안정성에 큰 저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대상이 된 위 고시 규정은 내용상의 변

동 없이 현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

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통제방식

은 개선입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의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하며,

행정청도 규정 문언에 따른 기계적인 법집행을 유지할 수 있어 판결의 취지가 행

정의 실제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 소결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문제는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과 규범통제권한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190) 결코 간단한 사안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84 -

은 아니다. 앞으로 명령·규칙 규범통제에 있어서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내용과 

근거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한계는 정당화 근거로부터 그

어져야 하므로, 정당화 근거를 갖기 어려운 사안에서 법원은 규범통제에 적극 임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Ⅱ.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행정입법의 규범통제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가. 제재적 처분기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법규명령 형식인 대통령

령과 부령으로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례에 집중되었다. 판례는 

① 이를 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

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19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규성을 긍정하거나,192)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처분의 상한(최고한도액)으로 인정하였다.193)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설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므로 행정청 내부의 규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고,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도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행정규칙사항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하여도 행정규칙에 

그친다는 명제는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194) 대통령령과 부령은 헌법 제75조, 제95

190) 이상덕(2018), 491면 참조.

19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등 

참조.

19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등 참조.

193)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

조.

194) 김동희(2010), 111-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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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인 점에서 같으며 양자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제재적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와 부령으로 정할 때를 달

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등이 있다.195)

나. 처분요건의 변경·확대

부령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처분요건을 변경하거나 확대한 것에 관하여,

판례는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196) ② 부령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대상

을 확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197)에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

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

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한다.198)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과,199) 법규명령의 성립문제와 하자문제를 구별하여야 하므로 부령으로 공표·시

행된 이상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법원이 명령·규칙심사

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판 등이 있다.200)

한편,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다르게 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구합

104892 판결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부령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을 확대

한 사안에서 규범통제를 하면서 “이 법원의 위헌·위법 규칙 심사 결과”라는 별도

의 항목으로 해당 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을 표시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제3

장 제2절 Ⅴ. 2. 가. 참조).

195) 김동희(2010), 113면, 박균성(2011a), 239면, 박윤흔·정형근(2009), 224면 참조.

19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19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참조.

198) 판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관하여는 손동환(2017) 참조.

199) 강현호(2015), 48면.

200) 황도수(2007), 609-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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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의 통제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방식에 있어 판례는 일응 구체적 타당성

의 고려(시행규칙에 구속력 있는 법규성을 인정할 경우 형평에 반하는 결과의 회

피)와 신속한 권리구제(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심사), 법적 안정성(무효선언으로 

인한 혼란 방지) 등에 방점을 두어 대외적 구속력만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201)

그러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원이 위임근거의 부재 내지 위임

한계의 일탈을 확인하였음에도 단지 대외적인 구속력만을 부인할 경우, 해당 규정

은 여전히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유효한 법규범으로서 관계공무원은 법령준수의

무에 따라 이에 따른 처분을 반복할 수 있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

하여 이루어져야 하고(헌법 제37조 제2항), 법규명령 형식의 하위법령은 상위법령

의 위임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5조, 제95조), 이러한 헌법조항을 위반

한 법규명령 형식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다시 발동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 침해될 수 있다. 대외적 구속력의 부인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공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개선입법에 나아갈 유인

이 매우 적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이 그대로 남아 기본권 침해가 계속 반복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방식은 헌법규정의 규범

력을 담보하고 위헌·위법한 명령으로부터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관점에

서 재고되어야 하며,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처분요건이나 대상을 확대

하거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도 직접 관계되므로 그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적극적인 규범통제에 나아가

야 한다.

나아가 판례와 같은 소극적인 통제방식에 의하면, 헌법 제75조, 제95조를 위반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법규명령의 규정이 여전히 법규명령의 ‘형

201) 선정원(2003), 23-24면은 ‘법원이 해당 시행규칙의 개별조문을 개별적으로 무효로 판결

하여도 행정이 당해 시행규칙을 정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도 법원은 일

반적 무효판결이 가능하지 않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요인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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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가진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합헌·합법적 법령에 의한 지배’라는 법

치주의 원리에도 역행한다. 위임한계를 일탈한 법규명령은 헌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이 정한 명령·규칙심사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여전히 대통령령,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 즉 ‘외

관’을 갖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헌

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를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유하자면, 행정

처분이 무효인 경우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미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여, 법

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효확인 판결로써 처분의 외관을 제거하듯,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위헌·위법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그 합헌·

합법성의 외관을 제거하는 규범통제가 필요하다. 법원의 규범통제에 따라 그 외관

을 제거하고 나면, 국민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규범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줄 수 있다. 물론 부수적 심사의 구조상 명령·규칙의 일

반적 효력을 폐지하는 차원의 외관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

당 규범의 합헌·합법 여부에 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

으로서 이러한 측면에서 외관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규

범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공고 대상이 되어 합헌성·합법성의 외관

이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

범통제는 부수적 심사의 개별적 효력으로 인하여 법규범의 공백이 곧바로 발생하

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법률생활이나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가져다주지 않

는다.202)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일반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이러한 국면

에서는 장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나아가 명령·규칙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보

다 개정이 용이하므로, 행정청은 명령·규칙심사 이후 신속하게 개선입법의 내용

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

여 소극적인 통제방식에 머무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와 같은 입론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에 의할 경우 법

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전원합의체 심사를 매번 거치게 되므로, 신속한 권

202) 선정원(2003), 29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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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제에 반할 수 있고 상고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대통령령에 대한 규범통제를 전원합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

통령령과 부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와 같은 정립 절차상의 

일부 차이만을 제외하고 양자의 규범통제 방식을 달리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부령에 대한 규범통제로 상고심의 부담이 가중되어 오히

려 권리구제에 역행할 정도에 이른다면, 상고심 구조의 개편 문제나 전원합의체 

심사대상의 개정 문제203)를 논해야지, 전원합의체 심사규정만으로 헌법재판의 실

효성, 기본권의 보호 및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볍게 볼 수 없다.

2.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

판례는 법령보충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고(결국 법령보충규칙이 되지 못한다), 이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

당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204)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다르게, 본 논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범통제를 한 재판례들이 확인되었고,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

사 결과”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어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적극 명시한 재판례도 조

사되었다.

상위법령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규범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근거한 반복적인 규율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7

조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인 명령·규칙의 범주에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제

외되는데, 상위법령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이나 성질을 가

질 수 없을뿐더러, 애당초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립되어 법규명령으로서의 외관

203) 한편, 전원합의체 심사대상에 대하여는 학계의 개정론이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령에 대

하여만 전원합의체 심사를 하자는 박정훈(2013), 64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원

칙적인 소부심사에 의하자는 선정원(2013), 36-37면 참조.

20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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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가지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이 아니

고, 단지 상위법령과 결합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으로 인하여 대외적·간접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

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이상 그 효력이나 형식면에서나 헌법 제107조 제2항

이 정한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법규범에까지 헌법 제107조 제2항 및 나아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전원합의체에 의한 규범통제를 요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대외

적 효력을 부인하는 통제방식을 취하는 판례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205)

Ⅲ. 재판서 내 규범통제 결과의 표시 방식

1. 표시의 필요성

법원의 재판서는 법원명,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 등과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 재

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 주문의 근거에 해당하는 ‘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그

런데 이유 부분에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등 여러 사항이 한데 얽혀 있고, 그 가운데 규범통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종래의 방식처럼 법원이 단지 이유에서만 규범통제 내용을 밝힌다면,

이유 부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청이나 법률문외한인 일반인들이 법원이 수

205)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853 결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은 자를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

도록 정한 행정규칙(행정자치부 예규)인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일

부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긍정하는 5

인의 법정의견과 부정하는 4인의 반대의견(각하의견)이 나뉘었다. 그런데 법정의견에 

대한 4인의 보충의견은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계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판

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는데(다만 그 구체적 논거는 3인의 보충의견과 1인의 보

충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가 대외적 구속력의 유무

에 구애받지 않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영역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헌법재판

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앞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정립될지 예상

하기는 어려우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 방식과 관계있는 쟁점인 만큼 법원

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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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규범통제의 결과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실로 어렵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유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알

기란 쉽지 않다. 또한 대법원에 의한 명령·규칙심사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재판서 전문이 그대로 실리는 방식이어서 규범통제의 결과가 명료

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법원의 규범통제 내용이 이유 부분에만 기재될 경

우 심사 이후 개선입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국민들이 선행소송의 

명령·규칙심사를 근거로 행정청의 다른 처분을 다투는 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판서 내에서 규범통제의 결과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판서에 기재할 

내용을 규정한 대법원예규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의 개정을 

통하여 규범통제의 결과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206)

2. 주문형 표시 방식에 대한 검토

가. 견해의 대립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조사에서는 주문형의 표시 방식을 취한 2개의 재

판례에서 규범통제 대상규범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주문에 표시하였다.

규범통제의 결과를 주문에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령·규칙의 위헌·위

법심사가 문제되는 행정소송은 실질상 객관소송의 측면도 포함하고 그 실질에 상

응하는 주문을 내어야 하므로, 적용배제의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견해,207) 주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보 게재 의무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208) 등 찬성론이 있고,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부수적 규범통제에 머무르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

부가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주문에서 표시할 수 없다는 견해,209) 명령·규칙의 위

206) 다만 대법원예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규범통제 결과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207) 이재홍(2014), 84-87면 참조. ‘○○ 시행령 △△조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는 주문.

208) 한국입법학회(2016), 86, 179면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판결에 의하여 ○○ 시행령 

△△조가 헌법(법률) □□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는 주문.

209) 허완중(2013a),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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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위법 여부는 소송물 이외의 방론에 불과하여 이유에만 표시해야 한다는 견

해210) 등 반대론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소 초창기 무렵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긍정한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에서 “주문의 방식문제

는 민사소송에서 그러하듯 헌법재판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재판의 본질상 주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재판관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검토

현행 법률에서 주문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주문은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제208조 제1항 제2호)이고, 법

관이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선고하여야 할 사항이다(제206조 참조. 이에 비해 

‘이유’는 필요한 경우에 설명할 수 있다). 주문에 포함되는 것은 청구취지 또는 항

소취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판결의 결론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제104조,

제105조), 가집행선고(제213조 제3항)이다. 또한 주문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한다(제216조 제1항).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된

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4조, 다만 민사소송과 달리 이유의 요지도 설명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문에 대한 현행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명령·규칙 규범통제

의 결과를 주문에서 표기하는 방식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기판력의 경우 민사소

송에서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인정되고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형사

소송에서도 주문에서 판단되는 사항이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판력을 갖는다. 그런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 자체는 소송물이나 심판대

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주문에서

까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률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

210) 서보국(2011), 158-1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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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문이 선고 시 필요적 낭독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주문의 필수적인 부분이

라고 보기 어려운 규범통제 결과를 법관으로 하여금 선고 시 의무적으로 낭독하

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부수적 규범통제

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반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규범통제의 내용을 주

문에서 표기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상소심의 심리구조와 관련하여도, 주문 내의 

청구취지에 대한 법원의 답변 부분이 아니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선언 부분만

을 상소로써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주문형 방식의 필요성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

은 주문 이외에도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

에도 인정되므로,211) 행정청에 대한 반복금지효와 재처분의무를 내용으로 한 기

속력의 측면에서도 굳이 주문에서 명령·규칙심사 결과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경우, 부수적 규범통제를 수행한 일반 법원은 규범통제

의 결과를 주문에서 표시하지 않고 이유 부분에서 표시하고 있다.212)

3. 별도형 표시의 채택 및 통일화

주문형의 표시가 어렵다면, 별도형의 표시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형과는 

달리 기판력의 범위, 상소의 범위 등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규범통제의 결과를 당

사자들을 비롯하여 관계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본 논문의 조사결과에서 보듯 별도형을 취하는 재판례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

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표시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통일성 있는 표시방법을 갖추게 된다면 재판서 내 가시성(可視性)이 보다 높아지

고 재판서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이 규범통제 결과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바이나, 헌법재

판소가 초창기 위헌결정의 주문에 구체적인 위헌사유까지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21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212) 한국입법학회(2016), 103-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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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13) 이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적인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립된 예에 

비추어 보면, ‘위임한계일탈’이나 ‘평등원칙 위반’ 등 명령·규칙의 구체적인 위헌·

위법사유를 적는 것보다는 헌법위반 내지 법률위반 등의 간단명료한 내용을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모든 재판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법원예규

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규범통제 결과의 구체적 표시방법을 정함으로

써 통일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절 개선입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Ⅰ. 의의

다음으로 재판 외의 차원에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와 행정청의 개선입법을 잇

는 연결고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논한다.

행정의 실제에서는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명

령·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에도 유사한 법집행이 지속되거나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이를 그대로 따르는 등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214) 본 논문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에도 불구하

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재판결과

가 명령·규칙의 개정·폐지권한을 가진 행정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주

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이 재판 내에서 어떻게 명령·규칙

심사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심사결과를 해당 명령·규칙의 수립·개정·폐지 권

한을 가진 관계기관에 적정하게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215) 이는 명

령·규칙심사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재판 외의 차원’에서 강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법원이 부담하는 기본권보장의무

213) 주문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라는 규범통제사유를 기재한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결정.

214) 한상우(2013), 106면 참조.

215) 이재홍(2014), 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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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규범통제 재판 이후의 후행소송과 관련하여도,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결과가 행정부에 전달되고 관보에 실리는 등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당연

무효와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이 보다 확실해지고 이는 개선입법의 유인으로 기능

할 수 있으므로, 규범통제 이후의 사후적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를 개선입법과 관계된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 전달

하고 알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공고 제도의 개선

1. 현행 제도

법원의 규범통제 이후 개선입법과 관계있는 현행 법률은 다음의 행정소송법 제

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행정소송’(재판의 유형)에서 ‘대법원’(심급)의 ‘판결’(재판의 종류)

이 ‘확정’(종국의 내용)되었을 때에 한하여, ‘대법원’(통보의 주체)이 ‘행정안전부

장관’(통보의 객체)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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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에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게재하는데, 관보 

중 “법원”란217)에 대법원판결의 전문을 그대로 싣는 방식으로 게재하고 있다.218)

그런데 행정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확정한 대법원판

결이 모두 관보에 실리는 것은 아닌데,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소송에서 명

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여 확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판결 

제외) 총 15건 중 5건이 관보에 게재되지 못하였고, 게재된 경우에도 2006. 6. 22.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3두8128호)이 5년 이상이 지난 2011. 9. 20.자 

관보(제17595호)에 게재되는 사례도 있었다.219)

216) 행정실무제요(2016), 398면 참조.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문례이다.

217) 관보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11호 참조.

218) 전자관보 사이트(http://gwanbo.mois.go.kr/main.do)에는 “판결(대법원)”이라는 항목으로 분

류된다.

219) 김용섭(2013), 136-138면 참조. 한편, 2011. 9. 20.자 관보에는 위 판결 이외에도 선고일로

부터 수년이 지난 여러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뒤늦게 게재되었다. (앞의 각주 전자

관보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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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보 게재의 의의

관보는 일반 국민들이 찾아보는 경우가 드물고 관계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그러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싣게 되면, 대법원이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이

를 적용한 공무원과 국가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고,220) 처

분 하자의 무효를 인정하는 주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관보 게재는 행

정안전부장관을 위시한 행정부가 대법원판결의 규범통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장차 해당 명령·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개선입법의 준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관보 게재를 비롯

한 현행 공고 제도의 의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

3. 개선방안

현행 공고 제도는 ‘행정소송’(재판의 유형), ‘대법원’(심급), ‘판결’(재판의 종류),

‘확정’(종국의 내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조사된 민사소송의 대법원판결(대법원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6. 10. 19. 선고되었음에도 2019년 9월 현재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이는 과거 민사소송에서의 규범통제 대법원판결(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관보에 게재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221)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는 행정소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

소송, 형사소송, 나아가 비송사건에도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행정소송 

이외에 법원의 사건 전체에, 그리고 판결이나 결정 등 재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

고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이 파기환송판결인 경우, 파기환송판결 자체로는 사건

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통보 및 관보 게재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

다. 현행 실무도 다소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규범통제를 한 파기환송판결

220) 박균성(2011a), 202면.

221) 개선입법은 1년여가 지난 1996. 2. 2.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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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관보에 실린 사례도 

있었지만(관보 제13283호), 다른 파기환송판결인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

34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 대

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

129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222)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이 확정된 경우’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선 문언해석상 그 확정의 대

상이 ‘해당 사건’이 아니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인 점과, 대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이 파기환송판결인 경우 이후의 심급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야 한다. 후자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

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제2심법원이나 이후의 재상고심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223) 따라서 행정청은 규범통제를 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기

속력으로 인하여 이후의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

부를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행정청이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처

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처분취소에 따른 

소각하판결이 선고된다. 만약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취지에 따른 판결을 내리고 이후의 재상고심에

서도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판결한다. 이와 같은 경우 ‘사건’의 확

정 자체는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의 확정

은 규범통제를 한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 대법원에서 규범

통제 판단이 이루어졌고 파기환송판결과 상고기각·파기자판판결은 규범통제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파기환송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지 및 관보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22) 김용섭(2013), 54, 56, 136-137면 참조.

22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재상고심이 전원합의체인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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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기환송판결을 한 대법원의 규범통제 판단이 이후의 환송심이나 재상

고심에서 번복됨 없이 사건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

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6조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다(파기환송판결이 관보에 실렸던 사

례를 보면, 행정부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규범통제를 

수행한 대법원재판은 그것이 파기환송재판인지에 관계없이 사건이 확정된 경우

에는 통보 및 관보 게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제까지 살펴 본 행정소송법 제6조의 개정이나 해석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공고 대상인 상당수의 대법원판결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거나 

적시에 게재되지 않는 것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6조 

제2항의 명백한 법위반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대법원으로부터 규범통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Ⅲ. 법원 자체의 공시 제도 마련

행정소송법에 의한 관보 게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일임되어 있어, 관보에 게

재되지 못한 대법원판결이 상당수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법원 스스로 규범

통제 재판에 관한 공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데,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224)과 헌

법재판소 심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9조의2225)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종국결

224) 제36조(종국결정)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225)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2.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3.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5.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6.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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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공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규범통제 

재판을 국민 일반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판결공개의 

원칙(제109조)을 언명하고,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은 국민의 법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규범통제 재판서의 원문과 더불어 그 요지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요

약하여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 대상은 관보 게재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규

범통제 재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 하급심의 명

령·규칙 규범통제 재판례의 수가 상당히 많고, 하급심 단계에서 규범통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도 많다(조사대상 중 약 30%, 제3장 제2절 Ⅲ. 참조). 따라서 하급심 

재판 역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하급심의 규범통제 

재판이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동종 사건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하급심 재판을 

근거로 삼아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데 이용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6조 공고 제도의 취지가 다른 국민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주장하여 그 적용을 막도록 하는 데에도 있음은 앞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명령·규칙 예규 제4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하급심법원에서 명령·규칙에 관한 위헌·위법 판결 등이 있었다는 취지를 종합법

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조사된 상당수

의 재판례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명령·규칙 예규 

제2조 제1항이 하급심의 규범통제 재판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에 송부하도록 정하

고 있음에도 일선 재판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령·규칙 예규의 제정 취지에 맞게, 법원은 규범통제 재판의 취합과 공시에도 노

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규범통제 재판례들을 온전히 수집하여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나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위헌·위법이 확인된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 및 통제사유 등을 일목요연하에 공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헌법

재판소는 홈페이지에서 ‘미개정 법령현황’226)이라는 항목으로 위헌결정 및 헌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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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법령의 미개정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 규범통제 이후의 

개선입법 여부에 대하여 규범통제기관이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히 관보에까지 게재되어 대법원의 규범통제 대상이 된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개선입법 여부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Ⅳ.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고

1. 행정부와의 관계

가. 행정입법권자

행정소송법 제6조의 공고 제도는 관보 게재에만 주안점을 둔 제도로서 관보의 

발행 및 운영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장관227)에 대한 조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규범통제 대상이 된 명령·규칙이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 

한 이를 개정·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입법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개정·폐지권한

을 가진 행정기관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입법에서 많은 수효를 차지하

는 부령, 고시·훈령·지침 등의 대다수는 각 부 장관이 발령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각 부의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개선입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에서 각 부 장관 등 행정입법권자가 처분을 발령한 처분

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 본 논문의 조사례에서 

확인되듯 명령·규칙심사의 재판 당사자가 되는 처분청(피고)은 전국 일선의 시장·

도지사, 구청장·군수, 세무서장, 지방경찰청장, 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정

부기관 및 공법인, 정부관련기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위 기관들은 행정

226)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찾기 쉬운 주요 정보 - 미개정 법령현황

227) 관보규정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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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수립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피고)로서 명

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한 재판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개

선입법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

본 논문의 미개선 사례로 조사된 학교안전법 시행령 사건(대법원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의 피고는 지역 학교공제회로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할 권한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고시규정을 무효로 본 사건(대전지방법원 2015구단849, 대전

고등법원 2016누10280)의 피고는 계룡시장으로서 역시 개정권한이 없었고, 행정

자치부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무효로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27449)의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행정입법권자와 처분청이 다른 사례들이었

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규정의 무효를 인정한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216 판결은 

형사사건으로 재판당사자는 검사로서 개선입법과 무관한 당사자이었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 재판이 이루어졌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그 결

과를 통보하는 것은 개선입법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행정부 내 보고체계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각 부 장관 등 행정입법권자에게 재

판결과가 보고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과 하급 행정기

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적 보고는 무게감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명령·규칙의 개정·폐지권한을 가진 각 부 장관 등 소관 정

부기관에 규범통제 결과를 통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비추어 법원이 직접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아래에서 보는 하급심재판의 통보제도 

도입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228)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법제처

법제처는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2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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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23조 참조).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법률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는 기관이다[법제업무 운영규정(대

통령령) 제3조 제2항 참조]. 이에 법제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

정비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같은 규정 제24조 참조). 훈령·예규 등 행

정규칙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하고(같은 규정 제24조의3),229)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이 있

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규정 제25

조의2).230)

이와 같은 법제처의 정부 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기능은, 현대사회의 행정입

법이 단일 부처의 소관에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부처와 함께 관련된 경우가 증가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법제처가 부처별로 상이한 이해관계에

서 자유로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기 에231)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서 국

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헌법 제86조 제2항)을 보좌하는 기능과 직결된다.

또한, 자치입법의 경우에도 법제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자

치입법의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고,23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의 입안·해석·적용·집행 등에 대한 법제처의 자문 지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233)

법제처는 명령·규칙 정비의 연장선상으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에 따른 개선입

229) 위 제24조, 제24조의3 규정은 일본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유사한데, 위 조항이 명령 등의 

위법판결 시 행정부에게 개정·폐지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로서 기능함은 앞서 보았다. 다

만 일본 행정절차법은 법제처가 아닌 ‘행정입법 제정기관’에 행정입법이 법령에 적합하

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차이가 있다.

230) 2018. 8. 28.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에 있던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위 제24조의3, 제25조

의2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231) 이상 한상우(2013), 71, 96면 참조.

232) 김용섭(2013), 121면.

233) 한상우(2013),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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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법제처는 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

제 재판에 따른 법령정비에 있어 법제처의 역할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고,234) 법

제처 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법원의 재판결과 통보 대상을 

기존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235)

이와 같은 법제처의 정부 내 지위와 역할, 명령·규칙에 대한 정비 권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이후 개선입법에 관한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원과 법제

처 사이의 협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제처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

무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입법의 합헌성·합법성 등을 조사·정비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개선입법에 관하여는 정부 내에서 가

장 적절한 협력파트너라 할 수 있다.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는, 우선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법제처장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법제처가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 내 개선입법

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경우에도 법제처가 자치입법의 적

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왔고,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

독기능은 자치입법권의 위헌·위법한 행사에도 미쳐야 하므로, 법제처에도 자치입

법의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제처가 국민들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이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5조 제2항236)을 통하여 법제처의 법령정보에 바로 반영되어, 법제처의 ‘국

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는 개별 법령 조항의 하단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병기하고 있다.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일반적 효력이

나 규범폐지적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위법이 확인된 명령·

234) 그 결과물이 김용섭(2013)이다.

235) 한상우(2013), 107면.

236) 제5조(법령정보의 관리) ② 법제처장은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또는 현행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에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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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경우에는 관보에까지 게재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대법원의 규범통제 재판

도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나 법제처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법령정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대법원규칙에 의한 통보 제도

각 부 장관 등 행정입법의 개정·폐지권자, 법제처 등 행정부에 대한 통보 제도

는 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개정이 아닌 대법원규칙의 제정으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규칙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

본을 국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4조에서 ‘제12조의 재판237)을 한 

때에는, 요지를 관보에 공고하고 재판서 정본을 내각에 송부한다. 그 재판이 법률

이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일 때에는 재판서의 정본을 국회에도 송부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단지 재판서를 

송부하는 것은 해당 국가기관에 관보 게재 등과 같은 어떠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개정이 아닌 대법원규칙의 제정

으로도 그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238)

라. 하급심 규범통제 재판의 통보 

명령·규칙심사권의 행사주체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도 포함되고, 본 

논문에서 확인된 하급심 규범통제 재판의 현황에 비추어, 하급심의 규범통제 재판

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 하급심의 규범통제 재판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하급심법원의 규범통제 재판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

237)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재판 

238) 비슷한 취지로, 법률 개정 없이 ‘대법원예규’의 제정만으로도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재

판서 송부가 가능하다는 견해로는 김용섭(2013), 1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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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부에 명령·규칙의 개선에 관한 ‘검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부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239) 하급심의 규범통제가 확정된다고 하여 행정부가 해당 명령·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명령·규칙 

개정·폐지권자나 법제처로서는 하급심재판에서 위헌·위법이 지적된 명령·규칙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선입법을 고려

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설에 따라서는 ‘하급심법원의 규범통제 재

판에 대하여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견해도 피력

되는데,240) 하급심의 규범통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판서가 각 부 장관과 법제처 

등에까지 송부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 행정청으로서는 하급심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에 대하여 상소하여 다툴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심급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법원의 규범통제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는 장치로도 일정 기여할 수 있다.

하급심 재판결과의 통보 주체에 관하여는, 명령·규칙 예규에 따라 하급심이 규

범통제 재판서를 법원행정처장에 송부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차원에서 하는 방법,

하급심법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241)

2. 국회와의 관계

행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은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헌법 제40조)으로부터 시

원(始原)하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 범위 안

에서만 행정입법을 수립할 수 있다. 행정입법의 국회 입법권에 대한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이 있는 경우 행정입법의 제

정을 정부에 위임한 국회가 이를 알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6조를 개정

하여 대법원의 규범통제 판결 확정 시 법원의 국회사무처장에 대한 통보 제도를 

두자는 주장도 제기된다.242)

239) 같은 결론으로 하급심법원의 재판 확정 시에도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

용섭(2013), 133면, 선정원(2003), 35면, 이재홍(2014), 88면 참조.

240) 허영(2019), 1086면.

241) 2006년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에서는, 명령·규칙의 주위적 규범통제의 도입을 

전제로 명령·규칙의 취소판결 등이 하급심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하급심법원이 통보하

도록 정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2007),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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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회에 대한 통보 제도를 도입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간의 논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

98조의2는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5. 5. 29. 국회가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3항을 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

여 정부에 이송하였다.

당초 규정

(2005. 7. 28. 일부개정된 것)
의결된 개정안

제98조의2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

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

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

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98조의2

③ 상임위원회는 소관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

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243)할 수 있다. 이 경

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 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

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이에 대통령은 2015년 6월 ‘국회가 요청한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

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취

지로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

242) 김용섭(2013), 113, 129면, 한상우(2013), 107면 참조.

243) 당초 상정된 개정안에는 ‘요구’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국회의장의 자구수정으로 ‘요

청’으로 수정되었다.



제4장 명령·규칙심사의 개선방안

- 107 -

후 국회에서는 재의되지 못한 채 개정안은 폐기되었다.244)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 논쟁을 둘러싼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

원이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국회에까지 통보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큰 실익이 없

어 보인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권을 두

고 있었지만 결국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정부 측에 

대통령령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통보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앞

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법원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법원이 소관부처나 법제처 등 

정부 측에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통보한다면, 추가로 법원이 국회에 재판결과를 통

보한다고 하여도 국회로서는 정부에 대통령령 등의 수정을 요청할 수는 없고 단

지 그 위법 여부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미 법원

이 재판과정을 거쳐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성을 법적으로 판단하여 정부 측에 통

보한 이상, 국회가 이를 다시 판단하여 정부 측에 통보할 실익은 거의 없다. 법원

의 국회에 대한 통보 제도는 이러한 중복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도적 의의가 

상당히 미약해진다. 무엇보다도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법원이 스스로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국민 일반에 공시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면, 법원이 별도로 국회에 재

판결과를 통보할 필요 없이 국회가 법원이 위헌·위법을 선언한 명령·규칙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회의 자료요구 제출권 등을 통하여도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규

범통제 재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국회에 대한 의무적인 통

보 제도를 법제화할 실익은 더욱 줄어든다.

다만 통보 제도의 도입 여부와 별개로, 행정입법의 개선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헌이 확인된 법률의 개선입법 문제와 달리, 법원

으로부터 위헌·위법이 확인된 행정입법의 개선입법 문제는 국회라는 위임권자의 

존재가 추가된 ‘3각 관계’의 형태이다. 국회가 정부에 행정입법의 제정을 위임하

였는데, 행정입법이 위헌·위법하다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의 형성 및 그 집행에 있

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합헌·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므로, 국회로서는 행정입법의 개선 문제에 관한 헌법적 이

244) 이후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2018. 4. 17. 개정으로 일부 자구만 정비된 채 종전의 규

정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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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가 있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 논쟁에서 보듯, 국회는 정부

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

회는 정기적으로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행정입법 중 

모법 위반, 법령 체계 부적합, 위임근거 없는 권리제한, 포괄재위임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시한 법원의 공시 제

도 등 일련의 제도가 갖추어져 규범통제 재판례가 일목요연하게 국회에도 전달된

다면, 법원의 규범통제 사실을 확인한 국회가 헌법상 부여된 행정부에 대한 각종 

통제권한을 활용하여 위헌·위법이 확인된 행정입법의 개선입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회 역시도, 행정입법은 본래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행정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은 국회의 위임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임자

인 국회로서는 법원이 위헌·위법을 확인한 행정입법이 적시에 개정되는 데에 관

심을 기울일 책무가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견제수

단들을 이용하여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만

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자치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당 자치입법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물론 자치입법의 경우 재판의 당사

자인 행정청과 자치입법의 제정권자가 같은 경우가 많겠지만, 법원이 재판 외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범통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2006년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에 의하면, 자치입법의 위헌·위법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하였는데,245)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재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

245) 법원행정처(2007), 19면.



제4장 명령·규칙심사의 개선방안

- 109 -

다. 이 경우 통보의 대상에는 앞서 보았듯이 확정된 하급심의 규범통제 재판도 포

함하되, 다만 공보 게재의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보 게재와의 균형을 고려하

여 대법원재판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

그 외에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속하는 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위헌·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헌법재판소 측에 이를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인된 때에는, 대법원재판에 의한 경우 통보의 주체와 상대방이 같

아지고 하급심재판에 의한 경우 명령·규칙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므로, 대법원에 대한 별도의 통보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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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은 오늘날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수효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헌법재판

소 등 다른 국가기관도 명령·규칙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구조적 한

계 등으로 인하여 통제의 실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1948년 제정

된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도로

서 법원에게 일관되게 부여된 명령·규칙심사의 헌법적 의의는 실로 크다. 최근 들

어 법원도 헌법적 판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명령·규칙심사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2016년 명령·규칙 예규를 제정하고 2015년 이후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결과

를 재판서 내 이유 부분에서의 설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나 별도의 항목

에서 표시하는 등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오늘날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법원이 명령·규칙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온 전후인 2014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선고·고지된 하급심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명령·규칙 규범통제 재판례 총 121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법원의 명령·규칙심사는 각급 법원에서 행정입법, 자치입법 등에 대

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행정소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

송, 형사소송, 비송사건 등 국민의 법률생활 전반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나아가 심급제의 특성상 하급심 단계에서 규범통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범통제사유의 절대 대다수는 위임한계일

탈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원칙의 위반과 기본

권의 침해로 이루어져,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본령이 헌법에 있고 명령·규칙심

사가 헌법재판으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에 나아가

지 못하고 소극적인 심사에 머물거나, 설령 규범통제를 하였더라도 이후의 개선입

법이 미진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부수적 규범통제의 구조상 명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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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해당 명령·규칙을 폐지하는 일반적 효력은 없지만, 규범통제 재판에도 불

구하고 위헌·위법이 인정된 명령·규칙이 적시에 개정·폐지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이 개선입법 없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이에 근거한 또 다른 집행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반복적

으로 침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이행될 수 없고, 행정의 합헌·합법성이라는 법치주

의 원리는 흔들리게 된다. 또한, 위헌·위법이 인정된 명령·규칙을 계속 집행하거

나 이에 대한 개선입법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질 수 있어 명령·규칙은 사실상 규

범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재판 내의 차원’에서 규범통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종

래의 소극적인 심사방식에 대해 성찰하여야 한다. 판례의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원

칙은 일응의 합리성이 있으나, 적극적인 형태의 규범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개선입법은 요원해지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집행이 재현될 수 있다. 법률과 비

교할 때 명령·규칙의 경우 입법형성권의 범위나 그 존중의 필요성이 낮은 수준인 

점,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인정이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 등을 고

려하면, 법원은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규

범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규칙심사권의 행사에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법

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만을 부인하는 판례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이후의 개선입법을 더디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므로 규

범통제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판서양식에 관한 대법원예규의 개정

을 통해 재판서 내 규범통제의 결과 표시를 의무화·통일화하여 판결문에서 누구

나 쉽게 규범통제 판단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재판 외의 차원’에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와 행정부 등의 개선입법 

사이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는 개선방안으로, 법원이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관계 

기관에 적정히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선입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소송법 제6조의 공고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소송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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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판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사건에 확대해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법원재판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 자체의 공시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국민, 국회 

등이 하급심을 비롯한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입법의 형성을 위임한 주체로서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권한과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 경우, 법원이 공시한 규범통제 재판결과 등을 바탕으로 명령·규칙의 

개선입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입법의 개정·폐지권한을 

갖고 있는 각 부 장관 등 소관 정부기관, 정부 내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위

헌·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정비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를 비롯하여, 자치

입법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법원의 규범통제 재판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선입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방식을 비롯하여 이후의 개선입법을 위한 제

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부터 국민의 기

본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헌·합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통해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가 기본권

과 법치주의를 위한 방향으로 온전히 작동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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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개정 2019. 3. 29. 재판예규 제1717호

제1조 (목적)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및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

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3조 (담당부서의 지정 등)

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부 받은 재판서 정본의 관리 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는 하급심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재판서 사본철

을 비치ㆍ관리한다.

제4조 (정보제공 등)

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이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정보화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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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 받

으면, 해당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이 있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

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하급

심의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

다.

부   칙(2016. 3. 28.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9. 3. 29. 제1717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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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규범통제 재판례 목록

[범례]

○ 2014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고(고지)된 재판례로서 선고일순으로 정

렬하였다.

○ 법원명은 지방(고등)법원은 ‘지법(고등)’으로 약칭하고, 서울행정법원은 ‘서

울행정’ 등으로 약칭한다.

○ 행정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유형(민사·형사·비송)은 ‘법원 내지 사건명’

란을 회색으로 표시한다.

○ 규범통제가 유지·확정된 사건은 ‘법원 내지 사건명’에 밑줄 표시하되, 대법

원에 의한 규범통제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표시한다(연번 48번은 본문 각

주 136번 참조).

○ ‘상급심의 규범통제’란에서 ‘-’는 사건이 불상소나 상소취하 등으로 확정,

‘적극’은 하급심과 같이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을 인정, ‘소극’은 이를 부정

하여 하급심의 규범통제를 번복한 것을 의미한다.

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1
전주
지법

2014.1.15.
2013
구합
663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불허
재처분취

소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조례 제3조 제2
항

위임한
계일탈

▻광주고등 
2014누156(적극)

▻대법원 
2014두37122(소극,

상고기각)

-다른 이유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상고기각

2
서울
행정

2014.1.21.
2013
구합
28732

대폐차신
고수리거
부처분취

소

위ㆍ수탁화물자동
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 제2항

위임한
계일탈

-

3
서울
행정

2014.1.21.
2013
구합
29254

대폐차신
고수리거
부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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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4
서울
행정

2014.4.24.
2013
구합
27449

퇴직급여
지급거부
처분취소

행정자치부 
2013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2. 나.

모법의 
취지에 
반하여 
법률우
위 원칙 
위반

▻서울고등 
2014누50431

-원고만 항소하여 
쟁점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14두45635(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5
광주
지법

2014.4.24.
2010
구합
30

자동차운
전면허처
분취소

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2013. 3. 23. 안
전행정부령 제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호 
마목

▻위임
한계일
탈

▻과잉
금지원
칙 중 
최소침
해성 
위반

-

6
부산
지법

2014.5.15.
2013
구합
20050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처
분 취소

구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4. 2. 7. 조
례 제106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
조의2

피고의 
재량을 
박탈하
여 

모법의 
취지에 
반함

부산고등 
2014누21080(적극)

7
서울
고등

2014.5.16.
2013
누

48417

특허권 존
속기간 연
장신청 불
승인처분 
취소청구

구 특허법 시행령
(1987. 7. 1. 대통령
령 제12199호로 개
정되어 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
26조 제1항’ 부분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 
침해

▻모법 
위반

대법원 2014두37702

-규범통제 없이 
처분사유가 법률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봄(원심의 일부 설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언급은 

있음)

8
대구
지법

2014.7.18.
2014
구합
20485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김천시 가축사육제
한구역 고시

위임한
계일탈

대구고등 
2014누5577(적극)



별지

- 117 -

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9
창원
지법

2014.8.14.
2013
구합
3014

화물자동
차운송사

업 
위수탁해

지 
개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위·수탁 화물자동
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

위임한
계일탈

-

10
서울
행정

2014.8.21.
2014
구합
2713

정교사1급
자격증발
급신처거
부처분취

소

2013년 교원자격검
정 실무편람 중 ‘중
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
은 취득할 수 없다’
는 부분

모법에 
위배

▻서울고등 
2014누62267(적극)

▻대법원 
2015두40248(소극,

상고기각)

-이 사건 규정이 
법규명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함

11
인천
지법

2014.8.26.
2012
구단
420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2013. 3. 23. 경
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
호에 의하여 개정되
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
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헌법
상 

과잉금
지원칙 
중 

최소침
해성 
위반

▻위임
한계일
탈

서울고등 
2014누7086(소취하)

12
인천
지법

2014.8.26.
2012
구단
1270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109(소취하)

13
인천
지법

2014.9.16.
2012
구단
949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338(소취하)

14
인천
지법

2014.9.16.
2012
구단
1249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352(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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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15
인천
지법

2014.9.16.
2012
구단
1256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369(피고의 
처분취소로 소각하)

16
서울
고등

2014.10.14.
2014
누

51090

이행강제
금부과처
분취소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
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시가
표준액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

평등원
칙 및 
법치주
의원칙 
위반(명
확성 
원칙도 
언급)

▻대법원 2014두44502
(소극, 파기환송)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에 의하면 평등원칙 위
반 아님

▻파기 후 서울고등 
2016누81583(소극)

▻대법원 2017두4080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17
인천
지법

2014.10.14.
2012
구단
703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2013. 3. 23. 경
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
호에 의하여 개정되
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
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11번과 같음)

▻헌법
상 

과잉금
지원칙 
중 

최소침
해성 
위반

▻위임
한계일
탈

(11번과 
같음)

서울고등 
2014누7901(소취하)

18
인천
지법

2014.10.14.
2012
구단
710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918(소취하)

19
인천
지법

2014.10.14.
2012
구단
741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932(피고의 
처분취소로 소각하)

20
인천
지법

2014.10.14.
2012
구단
758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949(소취하)

21
인천
지법

2014.10.14.
2012
구단
1041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7956(피고의 
처분취소로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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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22
인천
지법

2014.10.14.
2012
구단
1379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4누8171(피고의 
처분취소로 소각하)

23
서울
행정

2014.11.14.
2014
구합
9844

긴급사전
거래정지
처분취소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
고 제2013-48호,
2013. 9. 23.)
제22조의3

대상 
규범이 
지나치
게 

추상적
이어서 
명확성
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

24
서울
행정

2014.11.20.
2012
구단
5018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구 도로교통법시행
규칙(2011. 1. 21. 행
정안전부령 제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위임
한계일
탈

▻과잉
금지원
칙 중 
최소침
해성 
위반

-

25
서울
행정

2014.11.20.
2012
구단
11044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26
서울
행정

2014.12.4.
2014
구합
58525

가격조정
명령처분
취소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명령을 위한 항
목별 세부사항 고시
(2014. 3. 7. 교육부
고시 제2014-70호)
중 기준부수 결정방
식 부분

상 위 법
령의 위
임 취 지
에 반하
여 불명
확한 내
용 으 로 
기 본 권 
제한

▻서울고등 
2015누30458(소극)

-고시내용이 
불명확하더라도, 처분이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대법원 2016두65725

-쟁점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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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27
인천
지법

2014.12.16.
2012
구단
772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2013. 3. 23. 경
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
호에 의하여 개정되
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
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11번과 
같음)

▻헌법
상 

과잉금
지원칙 
중 

최소침
해성 
위반

▻위임
한계일
탈

(11번과 
같음)

서울고등 
2015누327(피고의 
처분취소로 소각하)

28
인천
지법

2014.12.16.
2012
구단
994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5누334(소취하)

29
인천
지법

2014.12.16.
2012
구단
1072

자동차운
전면허취
소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5누341(피고의 
처분취소로 소각하)

30
서울
고등

2015.1.9.
2014
누

49950

참여제한
처분등의
부존재확
인등

구 중소기업기술혁
신촉진법 시행령
(2013. 1. 16. 대통령
령 제2431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별
표 2] 제4호 나목

위임한
계일탈

▻대법원 2015두38856

-처분의 근거가 된 대상 
규범이 모법에 

위반되는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함

▻파기 후 서울고등 
2018누71085(항소취하 

간주)

31
광주
지법

2015.1.22.
2012
구합
447

가축사육
법 

등록신처
반려처분
취소

구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2011. 12. 29.
조례 제211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4호

위임한
계일탈

-



별지

- 121 -

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32
부산
지법

2015. 2.13.
2014
구합
22312

유가보조
금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 취소

화물자동차 유가보
조금 관리규정(국토
교통부 고시) 제28
조 제1항 제12호,
제29조 제2항

위임한
계일탈

▻부산고등 2015누
20947(적극)

▻대법원 2015두52838
(소극, 상고기각)

-위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에 대해 법규명령
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함

33
서울
고등

2015.4.7.
2014
노
1971

마약류관
리에관한
법률위반(
향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
호) 붙임 1. 연번 60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
품로 지정한 내용)

위임한
계일탈

대법원 2015도5608(소
극, 상고기각)

-대상 규범에 의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
정되었어도, 그 수입행
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에의 작용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
는 심각한 오남용의 가
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또는 그 우려 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
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므로, 무죄결론은 
정당

34
대구
지법

2015.4.22.
2014
구합
21587

자동차관
리사업등
록신청불
수리처분
취소

경상북도 자동차관
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1항 제2호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
한 또는 
의무부
과

▻대구고등 
2015누5130(소극)

▻대법원 
2015두59761(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35
순천
지원

2015.4.23.
2014
고정
826

의료법위
반

의료법 시행령 제18
조 제1항

▻죄형
법정주
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모법
의 위임 
없음

▻광주지법 

2015노1123(적극)

-위임한계일탈과 죄형법
정주의 위반(명확성 원
칙은 언급 없었음)

▻대법원 2015도18498
(적극)

-제2심 판단이 정당하다
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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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
고등

2015.6.12.
2014
누

65174

경쟁입찰
참여자격
제한처분
등취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다
목

▻ 헌 법 
제 1 1 조
의 평등
권 침해,
헌법 제
1 5 조 의 
영 업 의 
자유 침
해

※“이 법
원의 위
헌 명령 
심사 결
과” 표시

▻대법원 
2015두46987(소극,

파기환송)

▻파기 후 서울고등 
2019누46413 계속 중 

37
춘천
지법

2015.6.12.
2014
구합
4212

개발행위(
토지분할)
허가신청 
불허가처
분취소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2항

▻ 위 임
한 계 일
탈

▻ 소 유
권을 과
도 하 게 
제 한 하
여 과잉
금 지 원
칙 위반

▻서울고등(춘천)
2015누580(소극)

▻대법원 
2015두56519(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38
창원
지법

2015.7.2.
2015
가합
31520

공제급여
지급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모법의 
위임 
없음

부산고등(창원)
2015나21991(적극)

39
전주
지법

2015.7.22.
2014
구합
1786

기물처리
시설설치
비용부담
금부과처
분취소

전주시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비용 징
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별표 중 관리동 및 
세차동 등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

위임한
계일탈

▻광주고등(전주)
2015누757(적극)

▻대법원 
2016두61051(소극,

파기환송)

▻ 광주고등(전주)
2019누1567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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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법
원

2015.8.20.

2012
두

23808
전원
합의
체

조정반지
정거부처

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
97조 제9항, 제10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
항,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5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 3. 14. 기획재
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구 소득
세법 시행규칙
(2013. 2. 23. 기획재
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 제65조
의3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남

상고기각판결

41
부산
지법

2015.9.11.
2015
노
805

의료법위
반

의료법 시행령 제18
조 제1항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죄형법
정주의 
위반

대법원 
2015도14966(적극)

42
광주
지법

2015.9.24.
2015
구합
11615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청구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제3항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
한 

-

43
대구
지법

2015.9.25.
2014
노
4356

의료법위
반

의료법 시행령 제18
조 제1항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권리제
한 및 
죄형법
정주의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도16014(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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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울
고등

2015.10.1.
2015
노
1926

마약류관
리에관한
법률위반(
향정)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
품로 지정한 내용)

위임한
계일탈

(33번과 
같음)

대법원 
2015도16477(소극,

상고기각)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33번의 대법원 
2015도5608 판시와 

같음)

45
광주
지법

2015.10.8.
2015
구합
10933

개발행위
불허가처
분취소 

청구의 소

함평군 개발행위허
가 운영지침 제7조 
제1호, 제2호

위임한
계일탈

광주고등 
2015누7127(적극)

46

부산
고등

(창원)

2015.10.14.
2014
누

11772

교육훈련
시설지정 
취소 처분 

취소

구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6조

모법의 
위임 
없이 
권리제
한

▻대법원 
2015두57277(소극,

파기환송)

▻파기 후 
부산고등(창원)

2018누11763(소극)

47
광주
지법

2015.11.12.
2015
구합
10216

가설건축
물축조신

고 
불허가처

분

구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015. 1. 5. 조례 제
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
항 [별표 1]

위임한
계일탈

광주고등 
2015누7424(적극)

48*
서울
행정

2015.12.10.
2015
구합
58171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별표]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중 관리동 
및 세차동 등 부지
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

위임한
계일탈

▻서울고등 2016누
32154(적극)

▻대법원 2016두54039

-원고만 상고하여 하급
심의 규범통제 판단은 
쟁점이 되지 않음

-다른 이유로 조례 제5
조 제3항, 제8조가 무효
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

▻파기 후 서울고등 
2019누32964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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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울
고등

2016.1.21.
2015
누

38711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
장 Ⅱ 5.항

위임한
계일탈

대법원 2016두33117(소
극, 파기환송)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
67550(소극)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재상고심 대법원 
2019두44552(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50
서울
고등

2016.1.15.
2015
누

37756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 구 장기요양급
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6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
장 Ⅰ. 3.항의 ‘타 법
령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 중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

(2) 위 고시 제2장 
Ⅱ. 5항의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 

▻ 평 등
원칙 위
반

▻ 위 임
한 계 일
탈

※“이 법
원의 위
헌 ·위법 
고시 심
사 결과”
표시

대법원 
2016두33841(소극,

상고기각)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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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전
지법

2016.1.15.
2015
구단
849

장해등급6
급판정처
분취소

구 장애등급판정기
준(2013. 11. 27. 보
건복지부고시 제
2013-174호로 개정
된 것) 제2장, 1. 라,
(3) ④ (가)항 중 “고
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
출한다”는 부분

▻구 장
애 등 급
판 정 기
준은 법
령 보 충
규 칙 으
로 법규
명 령 으
로 서 의 
효 력 을 
가지되 ,
평 등 원
칙에 위
반되고 ,
법 률 과 
시 행 규
칙 규정
에 반함

대전고등법원 
2016누10280(적극)

52
부산
고등

2016.1.28.
2015
나

50842

유족급여 
등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2항, 제3
항

법률의 
위임 
없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08389(적극)

53
부산
지법

2016.3.24.
2015
구합
24605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 
제2항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
한

▻부산고등 

2016누20715(적극)

▻대법원 
2016두49501(소의 

이익이 없어 파기자판 
소각하)

54
대전
지법

2016.3.24.
2015
구합
105666

응시자격
제한처분
및응시자
격지위확
인의소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규칙(국
방부령) 제19조

▻ 과 잉
금 지 원
칙 중 피
해 최 소
성과 법
익 균 형
성을 위
반하여

공 무 담
임권 침
해

▻ 모 법
의 위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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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
행정

2016.4.7.
2015
구합
74586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
18177호로 개정되
고, 2014. 2. 21. 대
통령령 제2519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 모 법
의 내재
적 위임 
범 위 를 
벗어남

▻ 재 산
권 침해 
여지 있
음

▻서울고등 
2016누44362(소극)

▻대법원 
2016두57199(피고의 
처분취소로 파기자판 

소각하)

56
서울
행정

2016.4.8.
2015
구합
69409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
재정부부령) 제15조 
제4항

상위법
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
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 
2016누42717(적극)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대외적 효력 부인 
취지의 판시는 없었음)

▻대법원 2017두3907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57
서울
고등

2016.8.19.
2015
누

70883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 소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제2조 제1항 [별
표1]

행정입
법부작
위로 
평등원
칙 위반

대법원 2016두50907
계속 중

58
대전
지법

2016.9.8.
2015
구합
104847

건축신고
불가통보
처분취소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1항 제1호,
[별표2]

위임한
계일탈

-

59
대전
지법

2016.9.8.
2015
구합
105840

건축신고
불가통보
처분취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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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전
지법

2016.9.8.
2016
구합
101968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규칙(국
방부령) 제19조

(54번과 같음)

▻ 과 잉
금 지 원
칙 중 피
해 최 소
성과 법
익 균 형
성을 위
반하여

공 무 담
임권 침
해

▻ 모 법
의 위임 
없음

(54번과 
같음)

대전고등 

2016누12606(적극)

61
울산
지법

2016.9.8.
2015
구합 
6587

급수공사
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 소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울산광역
시 2012. 6. 7. 고시 
제2012-127호) 중 
‘401세대 이상’ 공
동주택의 급수공사
비 단가 210,000원/
세대 부분

▻위임
의 

취지에 
반함

▻비례
원칙 
위반

▻부산고등 
2016누22940(적극)

▻대법원 
2017두33985(적극)

62
대전
지법

2016.9.8.
2015
구합
105468

건축허가
불허가처
분취소

금산군 가축사육 제
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
1호, 별표2

위임한
계일탈

-

63
대전
지법

2016.9.29.
2016
구단
100449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취소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2016. 1. 6. 대통령
령 제2687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 제1항 [별표 3]
의 제2항 개별기준 
가호 35목

위임한
계일탈

※주문에
서 대상 
규범의 
법률위

반 표시

▻대전고등 
2016누12774(소극)

▻대법원 
2017두38010(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64
부산
고등

2016.10.7.
2015
누

21384

증여세부
과처분취

소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2359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
위를 
벗어남

대법원 
2016두56660(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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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서울
행정

2016.10.20.
2016
구합
50846

등록취소
처분취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
부령) 제6조 제5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행정규
칙) 제17조 제1항

위임한
계일탈

-

66
대전
지법

2016.10.27.
2016
구단
100517

국가유공
자등록 거
부처분 등 
취소 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
15호

위임한
계일탈

※주문에
서 대상 
규범의 
법률위
반 표시

▻대전고등 
2016누13203(소극)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대법원 2017두41351
계속 중

67
서울
행정

2016.10.27.
2016
구합
50457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
규칙 제17조의 [별
표 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
조 제5항 및 제17조 
관련)의 “5.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중 
“제17조에 따른 시
판품조사는 제2호 
가목 단서를 준용한
다”는 부분

위 임 한
계일탈

※“이 법
원의 위
헌 ·위법 
시 행 규
칙 심사 
결과” 표
시

▻서울고등 
2016누75694(적극)

▻대법원 
2017두45698(소극,

상고기각)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
다만 처분의 위법은 

인정함

68
대전
지법

2016.12.7.
2015
구합
104892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구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2016. 9. 12. 기획재
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위 임 한
계일탈

※“이 법
원의 위
헌 ·위법 
규칙 심
사 결과”
표시

대전고등 
2017누10065(소극)

-대외적 효력만 부인함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130 -

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69
부산
지법

2017.1.20.
2016
고단 
3264

병역법위
반

병역법 시행령
(2009. 12. 7. 대통령
령 제218867호로 전
문개정된 것) 제21
조 제2항

별도 
입영 
대상자
에 대한 
입영 
통지서
의 

송달기
간 

단축에 
관하여 
지방병
무청장
에게 
자의적 
권력 
부여하
여 

법치주
의 원칙 
위배

※“이 법
원의 위
헌 명령 
심사 결
과” 표시

부산지법 
2017노422(소극)

70
부산
지법

2017.1.20.
2016
고단 
3665

병역법위
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부산지법 
2017노423(소극)

71
서울
행정

2017.2.3.
2016
구합 
72648

시가불인
정감정기
관지정처
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규칙
(2016. 3. 21. 기획재
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위 임 한
계일탈 ,
헌 법 상 
법 률 유
보 (제37
조 제2
항), 헌법 
제 9 5 조 
위반

※“이 법
원의 위
헌 규칙 
심사” 표
시

서울고등 
2017누38814(적극)

※“이 법원의 위헌 규칙 
심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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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울
행정

2017.2.16.
2016
구합 
60270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7조 제1항 제3
호 단서 가목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
조 제1항

과임금
지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서울고등 
2017누40725(소극)

▻대법원 
2017두64002(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73
서울
행정

2017.2.16.
2016
구합 
72198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서울고등 
2017누40749(소극)

▻대법원 
2017두68530(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74
대법
원

2017.3.15.

2015
도 

13059
전원
합의
체

의료법위
반

의료법 시행령 제18
조 제1항

위임한
계일탈

파기환송판결

▻파기 후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748(적극)

-무죄 선고

75
서울
행정

2017.3.17.
2016
구합 
61587

영업정지
처분

취소

구 결혼중개업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

위임한
계일탈

서울고등 
2017누42059(1심판결취

소 및 처분취소)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처분 취소

76
대법
원

2017.4.20.

2015
두 

45700
전원
합의
체

증여세부
과처분취

소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
18177호로 개정되
어 2014. 2. 21. 대통
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
위를 
벗어남

파기환송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 
2017누46792(피고의 
처분취소로 소각하)

77
서울
행정

2017.4.21.
2016
구합 
70154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
청 공고) 제22조의2

법률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

78
인천
지법

2017.4.27.
2016
구합 
51782

화물자동
차운송사
업허가 

직권말소
처분 취소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
토교통부고시 제
2016-948호) 제14조 
제2항

위임한
계일탈

서울고등법원 

2017누49661(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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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서울
행정

2017.4.27.
2016
구합 
68106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1항 제3호 단
서 가목 중 ‘적재능
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기 위
하여’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
항 중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
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부분

과 잉 금
지 원 칙 
중 수단
적합성 ,
침 해 최
소성, 법
익 균 형
성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누49128(소극)

80
수원
지법

2017.5.11.
2015
구합 
71366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군포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
기준 중 중 관리동 
및 기타시설의 각 
부지면적 부분

위임한
계일탈

▻서울고등 2017누
53493(적극)

-규범통제 부분을 추가
하여 ‘위 산정기준 중 주
민편익시설 부지면적을 
시설부지면적의 10%로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9두50366
계속 중

81
서울
행정

2017.5.12.
2016
구합 
84276

긴급사전
거래정지
처분 취소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4. 3.
24. 조달청공고 

2014-24호)
제22조의3

법률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54069(소극)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이라고 판시

82

대전
고등 
(청주)

2017.5.24.
2016
누 

10672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모 법 의 
위임 없
이 조세
법 률 주
의 위반,
법 률 유
보 위반

※“이 법
원의 위
헌 명령 
심사 결
과” 표시

대법원 2017두47403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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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천
지법

2017.5.25.
2015
구합 
52313

폐쇄명령
처분 

취소의 소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
1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별표 
19] 제2호 자목 ⑴,
구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2015. 9. 30. 조
례 제121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0
조 제19호, [별표 
19] 9호 가목, [별표 
15] 제12호 가목

과 잉 금
지 원 칙 
중 침해
최소성 ,
법 익 균
형성 위
반

서울고등 
2017누55383(소극)

84
광주
지법

2017.6.1.
2016
구합 
12196

전기사업
( 태양광 )
허가 신청
에 대한 
불허가처
분취소 청
구의 소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위임한
계일탈

광주고등 
2017누4153(항소기각)

-규범통제 없이 다른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

85
수원
지법

2017.7.12.
2016
구합 
65719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과 잉 금
지 원 칙 
중 최소
침해성 ,
법 익 균
형성 위
반

▻서울고등 2017누
62336(소극)

▻대법원 2018두3693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86
대전
고등

2017.7.13.
2017
누 

10607

보조금반
환결정 등 
처분 취소

구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20

13. 12. 12.
홍성군조례 

제209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상 위 법
령 에 서 
위 임 하
지 않은 
사 항 을 
제정

▻대법원 2017두56193
(소극, 파기환송)

▻파기 후 대전고등 
2018누12259(소극)

▻재상고심 대법원 2019
두41201(심리불속행 상
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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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서울
북부

2017.8.7.
2017
라 
1033

폐기물관
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7조 제1항 제3
호 단서 가목 중 ‘적
재능력이 작은 차량
으로 폐기물을 수집
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중 ‘적재능력
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기 위
하여’ 부분

과 잉 금
지 원 칙 
중 침해
최소성 ,
법 익 균
형성 위
반

-

88
서울
행정

2017.8.11.
2017
구합 
53958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의 취소

구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직접생산 확
인기준(2016. 1. 1.
중소기업청고시 제
2015-70호) [별표]
연번 188 막구조물 
직접생산 확인기준,
[붙임 188-1] 철골 
필수공정 중 ‘밴딩’
부분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
산 확인기준(2016.
12. 7. 중소기업청고
시 제2016-71호) [별
표 2] 연번 188 막구
조물 직접생산 확인
기준, [붙임 188-1]
철골조 필수 공정 
중 ‘밴딩’ 부분

모 법 의 
목 적 이
나 취지
에 배치
되어 대
외적 구
속 력 을 
가 지 는 
법 규 명
령 으 로
의 효력
이 없음

※“이 법
원의 위
법 명령 
심사 결
과” 표시

▻서울고등 
2017누68013(소극)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음

▻대법원 
2018두43026(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89
춘천
지법

2017.10.18.
2017
고정 
216

게임산업
진흥에관
한법률위

반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
물 설치 대수(문화
체육관광부고시 제
2016-8호)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전
체이용가 비경품 게
임물로 다시 한정한 
부분

위임입
법의 
한계를 
넘어 
죄형법
정주의 
원칙에 
위배

▻춘천지법 2017노1043
(적극)

▻대법원 2018도14054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유지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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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대전
지법

2017.11.1.
2017
구합 
102319

건축복합
민원허가
신청서 
불허가처
분취소

금산군 가축사육 제
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위임한
계일탈

▻대전고등 2017누
14135(적극)

▻대법원 2018두43996
(소극, 파기환송)

▻파기 후 대전고등

2019누10359(소극)

91
서울
행정

2017.11.2.
2017
구합 
52863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구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7호, 보건
복지부 고시 제
2011-153호) 제2장 
Ⅱ. 5항, 구 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 고시 제
2014-97호) 제2장 
제1절 3의 나항

과잉금
지원칙 
위반으
로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침해

▻서울고등 
2017누84077(소극)

-상위법령 합치적 
합치해석

▻대법원 2019두45593
계속 중

92
전주
지법

2017.11.16.
2016
구합 
2653

건축불허
가처분취

소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1]

위임한
계일탈

▻광주고등(전주)
2017누1860(소극)

▻대법원 
2018두64092(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93
서울
고등

2018.1.10.
2017
누 

51572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조 제9호의2 나목
(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35호로 개
정되면서 제9호2 가
목과 함께 수익의 
범위에 새로 포함되
는 것으로 신설된 
것)

위 임 한
계일탈

※“이 법
원의 명
령 ·규칙 
심사 결
과” 표시

대법원 2018두34305
계속 중

94
광주
지법

2018.1.11.
2017
구합 
11268

개발행위
불허가처
분취소

진도군 개발행위허
가 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
역의 경우 250m안
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위임한
계일탈

광주고등 
2018누4174(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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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강릉
지원

2018.1.11.
2017
구합 
30222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속초시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사무 처
리지침 중 ‘개인택
시 면허발급 우선순
위와 관련하여 근속
기간을 면허신청 공
고일 현재 근무 중
인 회사에서 계속하
여 근무한 경력으로
만 산정하도록 한 
부분’

직업자
유 침해,
평등원
칙 위반,
비례원
칙 위반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누178(적극)

96
수원
지법

2018.1.24.
2017
구합 
69244

가산세부
과처분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모 법 의 
위임 없
이 의무
변 경 하
여 조세
법 률 주
의 위반,
법 률 유
보 원칙 
위반

※“이 법
원의 위
헌 명령 
심사 결
과”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8누36631 계속 중

97
전주
지법

2018.4.26.
2017
구합 
2230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불허
처분무효
확인 등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조례 제3조 제2
항

위임한
계일탈

▻전주고등

2018누1515(소극)

▻대법원 
2019두39550(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98
창원
지법

2018.5.9.
2017
구합 
50858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창녕군 전기사업(태
양광발전) 허가 업
무처리 지침 중 개
발행위허가제한지
역으로 ‘지목상 임
야·전·답·과수원 지
역’을 정하고 있는 
부분

위임한
계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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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광주
지법

2018.5.31.
2017
구합 
12001

창업사업
자지위 
확인 등 
청구

담양군 계획조례 
제20조의3

▻관련 
법령에 
적합하
지 않음

▻과잉
금지원
칙 내지 
비례원
칙 

미준수

▻광주고등 
2018누4914(적극)

▻대법원 
2018두67329(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100
대전
지법

2018.9.12.
2018
구합 
102675

개발행위
불허가처
분취소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8조 제1항

위임한
계일탈

대전고등 
2018누12624(소극)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항소기각

101
광주
지법

2018.10.11.
2018
구합 
10682

조정반지
정취소처

분 
취소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 위 임
한 계 일
탈

▻ 평 등
원칙 위
반, 직업
수 행 자
유 침해

※“이 법
원의 위
헌 ·위법 
명령 심
사” 표시

▻광주고등 
2018누6187(적극)

▻대법원 2019두53464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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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원
지방

2018.10.11.
2018
고정 
621

물환경보
전법위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
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에 의
하여 준용되는 [별
표19] 제2호 자목 (3)
이 수질수생태계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 이외에 
국토계획법상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으로서 수질
수생태계법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내의 
구리 등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의 설치
를 금지한 부분

▻위임
한계일
탈

▻직업
의 자유 
침해,
평등원
칙 위반

▻수원지방 
2018노6555(적극)

▻대법원 2019도3795
계속 중

103
서울
행정

2018.10.12.
2017
구합 
88671

서인천대
학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15. 7.

24.) 제2조

행 정 절
차법 위
반 (입법
예고 안 
함)

※“이 법
원의 위
법 명령 
심사 결
과” 표시

서울고등
2018누71863(적극)

104
광주
지법

2018.11.1.
2017
구합 
13110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위임한
계일탈

-

105
대법
원

2018.11.29.
2016
두 

35229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비용

부담금부
과처분취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2호

위임한
계일탈

파기환송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 
2018누77083(적극)

▻재상고심 

대법원 
2019두43429(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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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106
전주
지법

2018.12.20.
2018
구합 
941

교습정지
처분 취소

구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2018. 6. 29. 전라북
도조례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중 독서실 
남·녀혼석 위반사
항 및 이에 대해 1
차 위반만으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
는 부분

▻위임
한계일
탈

▻설령 
위임한
계 내에 
있어도 
비례원
칙 위반

광주고등(전주)
2019누1062 계속 중

107
대법
원

2018.12.27.
2014
두 
1437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구 성남시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0.
12. 성남시 조례 제
2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
항

위임한
계일탈

파기환송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11 계속 중

108
대전
지법

2019.1.24.
2018
고단 
687

국제조세
조정에관
한법률위

반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안의 규정인 
‘내국법인이 외국법
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
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
하되’ 부분

위임한
계일탈

대전지법 2019노361
계속 중

109
서울
고등

2019.1.30.
2017
누 

83401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비용부
담금부과
처분취소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중 주민
편익시설에 관한 부
분

위임한
계일탈

대법원 2019두36018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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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110
서울
행정

2019. 2.1.
2018
구합 
67893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결
정 

취소청구
의 소

구 군인연금법 시행
령(1994. 6. 30. 대통
령령 제14302호 전
부개정되고, 2006.
10. 23. 대통령령 제
197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제7급 제12
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08호 ,
2006. 10. 23.)

평등원
칙 위반

서울고등 
2019누36430(적극)

111
부산
지법

2019.3.29.
2018
구합 
24217

건축불허
가처분 취
소청구

구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2018. 1.
10. 부산광역시조례 
제568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4조

위임한
계일탈

부산고등 2019누21313
계속 중

112
수원
지법

2019.4.25.
2018
구합 
68248

폐기물처
리시설 설
치비용 부
담금 부과
처분취소

구 의왕시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8. 8.
13. 의왕시조례 제
1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
조 중 “주민편익시
설 설치 면적”에 관
한 부분 및 별표 나
목

위임한
계일탈

▻수원고등 
2019누10876(적극)

▻대법원 2019두50366
계속 중

113
창원
지법

2019.5.16.
2017
구합 
52083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비용부
담금부과
처분취소

창원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
와 기금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조례 제6
조 제2호 중 주민편
익시설을 포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하
도록 한 부분과 [별
표] 중 부지면적에 
시설부지면적(폐기
물처리시설, 관리
동, 세차동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주
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

위임한
계일탈

부산고등(창원)
2019누10811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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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원 선고

사건

번호
사건명 대상 규범

통제 

사유
상급심의 규범통제

114
광주
고등

2019.5.30.
2018
누 
5825

개발행위불
허가처분취

소

구 여수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2018.
11. 19. 훈령 제355호
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위임한
계일탈

-

115
부산
고등

2019.6.12.
2018
누 

21033

폐기물처
리시설 설
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2항 제4호

위임한
계일탈

대법원 2019두47001
계속 중

116
대법
원

2019.7.10.
2016
두 

61044

폐기물처리
시설설치비
용부담금부
과처분취소

완주군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
호 및 별표 중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필
요한 면적을 포함시
켜 설치비용 해당금
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

위임한
계일탈

파기환송판결

▻파기 후 
광주고등(전주)

2019누1574 계속 중

117
대법
원

2019.7.10.
2016
두 

61051

폐기물처리
시설설치비
용부담금부
과처분취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
호 및 별표 중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필
요한 면적을 포함시
켜 설치비용 해당금
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

위임한
계일탈

파기환송판결

▻광주고등(전주)
2019누1567 계속 중 

118
대구
지법

2019.7.18.
2018
구합 
25716

성과이윤제
한처분취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

조례의 
위임 
범위를 
초과함

대구고등법원 

2019누4302 계속 중

119
대전
지법

2019.8.22.

2018
구합 
105056
등

개발행위불
허가처분취

소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6. 10. 27.
예규 제271호로 개정
된 것)

위임한
계일탈

-

120
광주
지법

2019.9.5.
2018
구합 
12961

개발행위허
가 

불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등

진도군계획 조례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위임한
계일탈

-

121
대전
지법

2019.9.5.
2019
구합 
100348

건축불허
가처분 
취소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임한
계일탈

대전고등 2019누12546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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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nalyzing the Courts’

Judicial Reviews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and

Suggesting a Plan for Improvements

Seunghun Choi

Department of Law, Major in Constitutiona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icle 10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mpowers the

Courts to conduct judicial reviews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rees'). The administrative and self-governmental legislation that

comprise the majority of decrees has affected the people’s lives to a greater degree

these days, which has led in turn to an increased danger of decrees infringing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judicial control of decree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has become importa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he courts' judicial reviews of decrees, and

proposes measures to overcome the related problems. For this purpose, recent decisions

by the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covering concrete and indirect norm control

for decrees, are examine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courts' judicial reviews

of decrees have been quite frequent, and that norm control for decrees occurs regardless

of the trial type. The reasons for norm control have been mostly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fringements of fundamental rights, which show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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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 judicial reviews of decrees function a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owever, some rulings have remained passive controls, without any conduct of the

norm control set forth by the Constitution. And even when courts have conducted norm

control of decrees,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the decrees not being amended

afterward. If the judicial review of decrees remains passive, or if decrees deemed to

violate the Constitution or Acts remain in force without amendment, unlawful decrees

may infringe on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repeatedly, or harm the very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o overcome such problems, I first propose improvements to the

courts' judicial reviews of decrees to ensure active conduct of norm control, from an

“intra-trial dimension.” I then propos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will allow the results

of reviews to lead to amendments of decrees, from an “extra-trial dimension.”

Keywords :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Judicial review, Norm control,

Court, Administrative legisl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tudent Number : 201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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