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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위원회란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기구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행정과정의 민주성 강조로 단임 계층 조직에서 벗어난

위원회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9년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위원회는 558

개이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비효율성과 약한 책임성이란 한계가 있

지만,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행정부 역할이 커지

는 상황 속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정당성과 전문성

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행정부 내 합의제 기구의 설치

는 그 자체로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위원회의 양적 팽창과 함께 위원구성방식에서 공정성․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원추천권을 인정하는 위원회가 늘어나

고 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국회의 위원추천권을 인정하는 행

정기관위원회는 18개이다. 이 논문은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이들

행정기관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연원과 심사과정을 국회 회

의록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조사․분석함으로써 현실에서 기관구

성 시 나타나는 권력분립 구현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권력분립원리는 권력(국가기능)을 여러 국가기관에 배분하여 그

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을 통제하는 원리이다. 권력남

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과제를 가장 적합한 기관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기능을 효율적

으로 이행하는 것이 권력분립원리의 헌법적 기능이다. 권력분립원

리는 고정불변한 국가조직원리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

라 변용하였다. 국민주권주의가 보편화된 현대에는 권력분립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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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아닌 국가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시민사회 발

전 및 행정국가화․정당국가화의 진행으로 전통적인 국가․사회

혹은 입법․행정․사법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권력관계가 다변화

되며 권력분립의 주체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고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다. 권력의 속성 상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억제의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

문이다. 결국 오늘날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

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헌법질서 속에서 권력분립의 본질적 가치를 확보하

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권력분립은 권력상호 간의 공화와 협력을 포함하고 있기

에 행정부 내 기관인 행정기관위원회에 입법부인 국회가 실질적인

구성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분

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국식의 엄격한 권력분립형이 아니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를 일부 가미하고 있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동일비율로 구성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계화나 복지국가

등장 등으로 집행부 우위인 행정국가 경향이 두드러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인사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행정기관위원회의 국회추천권을 정

당화하는 사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분립의 특성 상 행정기관위원회에 대

한 국회추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기

준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력분립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는 권력분립의 본질적 기능과 헌법적 가치들을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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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러 국가과제들을 어떠한 국가기관

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 권력분립의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들의 경우 권력분

립원리 자체의 모호함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

였다. 개별적인 논의과정에서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행정부 내 위원회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

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원리 상 국민의 기본

권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높이

요구되는 경우 행정기관위원회 내 견제장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

는데, 위원회의 법적 위상이나 권한을 나타내는 소속 부처나 실정

법상의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구분은 국회추천권 도입 논의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현실과 법 간 괴리가 존재함을 방증

한다. 다만, 한 가지 유의미한 점은 지방자치 인권 개인정보보호

등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 내지 권리를 보호 보

장하기 위한 위원회나 사학분쟁․통상교섭 등 첨예한 이해관계 충

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많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위원 선임에서 국회의 관여가 허용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위 위원회들이 전통적인 법집행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사무를 담당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권

력남용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

의 대표인 국회의 개입을 보다 넓게 인정하였다고 해석된다.

국회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늘날

권력분립은 기관 간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시민사회나 정

당의 정치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권력분립 구현 양

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국회추천권 행사주체와 관련하여 먼저, 헌법기관처럼 입법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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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법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 위원회는 총 4개였는데 3개 위

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회)는 법 적용대상이나 위원회 직무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나 민

주화보상위원회의 경우 다른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달리 국회추천권을 인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나아가

기계적으로 3부에 구성 위원수를 동일 비율로 나누어 추천하는 방

식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오히려 위원회의 중립성을 해하여 권력분

립원리를 제한하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국회추천권을 국회,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 부

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회에서 다른 처리절차를 거침에 따라 민

주적 정당성이나 효율적 임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심사과정에

서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교섭단체의 역할

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북한인권증

진자문위원회 2개였는데,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여당․행정부 대 야

당 구조가 권력분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섭단

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권력분립의 본질은 권력의 합리화를 통해 국정의 효

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회의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추천권이 도입․운영될 필요

가 있다. 나아가 국회의 추천권을 인정할지 여부뿐만 아니라 임명

주체를 누구로 할지 여부나 조문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여부도 위

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행정기관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행정기관위원회, 국회추천, 국회․행

정부 관계

학 번 : 2014-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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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서 권력분립이 확정되

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1)고 선언할 만큼 권력분

립원리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독재를 방지하는 기본 장치로서 민주주

의 국가의 중요한 원리이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권력분립원리는 역사적 조건 하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역사적 원

리이고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 외에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법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러 기관에 권력(국가기능)을 분산시키고

각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이루도록 하여 권력

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권력분립원리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 행정국가화 진행 등으로 큰 정부에 대한 요구

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

로 견제할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는 인사권에 대한 통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서는 국무총리(제86조)나 감사원장(제98조)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회법」 제65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

1) 해당 조항 전문은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Article 16 -

Toute société dans laquelle la garantie des droits n'est pas assurée ni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éterminée, n'a point d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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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의2에 따라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다. 그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수 행정기관

에 대해 국회가 선출․추천․인사청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관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인사의 균형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차

원에서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이사 선임과정

에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

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제66조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

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

면권(제78조)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

행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주어

진 권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국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인 국무총리나 행정각부(부․처․청)에 대해서는 헌

법이나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인사

권 통제 범위나 방식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 형태

의 행정조직은 국회의 인사추천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

이다. 이 논문은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

는 행정기관위원회 현황과 해당 추천권의 연원 및 형성과정을 검토함으

로써 인사권 제한을 통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권

력분립원리의 특징을 바탕으로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현실에서 기관구성 시 권력분립원리가 구

현되는 방식을 고찰하고 국가권한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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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19년 2월 기준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 인사청문, 의장추천 등 여러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원은 총 197명이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

상이 61명,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이 42명, 의장 추천․국회 추천 등

그 밖의 방식으로 관여하는 인사 대상이 94명이다. 실무적으로 본회의

의결이나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등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이나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회가 행정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또 다른 법적 규율 방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총 9건이고 인원은 21명(법령에 추천인원 수가 명시되

지 않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제외) 이상이다.

국회에서의 인사안건 처리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법 문언

에 따르고 그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와 관례로 구축된다. 법령에

서 ‘국회’가 추천주체로 규정되어 있다면 국회의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의

사표명이니 의결을 요한다고 보아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장’이

추천주체라면 교섭단체 협의 등을 거쳐 의장결재로 진행하며, ‘소관 상임

위원회’이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처리한다. 다만, 근거규정이나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령에서는 인사권 관여 주체가 국회로 규정

되어도 의장결재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 문언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신문협회 정관이 근거법령인 한국신문윤

리위원회와 통일부장관이 임명주체인 북한인권재단은 근거규정에서 ‘국

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결재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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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회 인사안건 현황

(2019.2.기준)

주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임.

구분 인원 직 위

본회의

의결

임명

동의
17명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임명

승인
1명 국회사무총장

국회

선출
15명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국

가인권위원회 위원(4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5명)

국회

추천
16명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3명), 국민권익위원회 위

원(3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3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4명),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국회

위촉
12명 대한적십자사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12명)

상임위

인사청문
42명

헌법재판소재판관(6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6명), 국

무위원(18명),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

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의장

결재

의장

추천
37명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3명),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

원(7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

원(3명), 뉴스통신진흥회 이사(3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3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3명),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위원(10명),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2명), 인성

교육진흥위원회 위원(3명)

의장

지명
10명 독립기념관 이사(4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6명)

의장

임명
7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7명)

국회

추천
40명

한국신문윤리위원회(2명),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10명), 북한인권재단 이사(10명),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9명),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9명)

소관 상임위

추천
2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3명),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4명),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3명),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명), 방위사업추진위원회(4명), 농업인등 지원위원회(2

명), 지역신문발전위원회(2명),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통상

교섭민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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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감찰관의 경우 후보자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

하여 상임위원회 인사청문을 요청함.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를 대통령이 위촉함.

4.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재적

위원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총 위원수(30인

이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두 위원회 모두 근거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

천하는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출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각 위원회 설치근거법률을 조사하여 정리

이 논문은 국회가 추천권이란 형식으로 실질적인 위원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단임제 기관

인 국무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이나 금융위원장 등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합의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인 위원회2)도 논의에서 배제한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위원회는 넓게 보

면 행정부 소속으로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하여 주요 분

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외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

재판소 재판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에

서 명시적으로 국회의 기관구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요 논의대상으

로 삼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 국회사무총장, 유네스코한국

위원회 및 민간기구(뉴스통신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신문윤리

위원회)도 논의에서 배제한다.

한편, 국회가 위원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과 국회추천권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당시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 제․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상임

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하였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입법자

들이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기준으로 국회추천권을 신설하였는지를 판

2) 201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

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인데, 이 중 3개 위원회(국민권익위

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한다. 참

고로 방송통신위원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회의 추천권만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 외 대법원장도 위원 3명의 지명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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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및 좀 더 자세한 입법배경을 조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자료나 다른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한

편, 권력분립이론과 관련한 내용은 국내외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는 내

용들을 토대로 전개하였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초로서의 권력분립원리, 행정기관위원회 및 위원

에 대한 국회추천권 현황 그리고 이를 분석한 내용 등을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력분립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권력분립원리의

의미와 헌법적 기능을 이해하고, 오늘날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며 이러한 새로운 환

경 속에서 요구되는 현대 권력분립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우

리나라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현황을 간략히 소개한 후 국회추천권을 인

정한 행정기관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연혁 등을 조사한다. 아직 법제화되

지는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유사한 취지의 의안들도 함께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국회추천권이 인정되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제2장에서 검토한 권력분립 관련 이

론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위원회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 구현 양상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논문의 결론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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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기관위원회의 확대와 권력분립론의

전개

제 1 절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

권력분립원리는 일반적으로 “국가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할하

여 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귀속시키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 통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원리”3)를 의미한다. 권력

을 통제하는 이유는 액튼 경(John Emerich Dalberg-Acton)의 “절대 권

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처럼, 억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력은 필

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권력분립원리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국가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자유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절대군주

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성을 지적하며 등장

하였음은, 권력분립의 기본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보장임을 단적으로 드

러낸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단순히

권력을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산된 권력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상호 견제가 이루어져야 확보될 수 있다. 예컨대 입법부가 대

통령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만 제정한다면 비록 형식적으로 입법권이 입

법부에 속한다 하더라도 권력분립이 구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리의 또 다른 기능은 국가과제를 적합한 기관에 배분함으로

써 국가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권력분립은 공통의 국가과

제를 나누고 공통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원리4)로서 독립된 국가기관들이

3) 한수웅, 『헌법학(제9판)』, 법문사 (2019),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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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과정 속에서 협동하는 적극적인 성격5)도 가진다.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 권력분립은 엄격한 권력분리를 의미하지 않고 적절한 권력분배를 의

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원리는 통치구조의 구성과 관련되는데, 특정 가치

나 신조를 내재하기보다는 중립적․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즉, 권력분립원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치완결적인 원리가 아니라6)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

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과정 속에서 시간적으로 변해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분립원리와 관련한 분석은 그 나라의 고유한

헌법질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국회추천권은 21세기 우

리나라 현실에서 권력분립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이다. 행정기관위원회나 국회추천권 모두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으로 작용하지만 전형적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구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에 대한 논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거나 현실에 따라 변용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현 방식,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적지 않은 견해 대립과 혼란이 존재7)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권력분립을 둘

러싼 해석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권력분립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

는지를 파악한 후 오늘날 권력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 속에서 권력분립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 이부하, 「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법학논고』 제55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6), 15면.

5) 심경수, 「권력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견제기능을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23권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7), 295면.

6) 한수웅, 앞의 책, 246면; 김병록, 「미국헌법 제정시기의 권력분립론」, 『헌법학

연구』 제15권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9), 98면.

7) 장영수, 『헌법학(제11판)』, 홍문사 (2019), 9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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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전개

Ⅰ. 고전적 권력분립론

1. 로크(J. Locke)

국가권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

텔레스부터 찾는 연구들8)도 있지만, 고전적인 권력분립론의 기원은 17～

18세기 영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화 시기 영국에서는 자유주

의적 사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왕에게 집중화

되어 있는 권력을 군주, 귀족, 시민 등 다양한 사회세력에 나누어 귀속시

켜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즉, 권력분립론은 군주의 절대 권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근대 자유주의적 정치원리로서 권력분립을 최초로 주창한 사람은 로크

(J. Locke)이다. 로크는 1688년 명예혁명 직후의 영국 정치상황을 배경으

로 「시민정부에 관한 두 논문(Two Treatises of Civil Government,

1690)」을 집필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그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 대권 등 4가지로 나누고 이 4개의 권력이 국왕과 의회란 두 기

관에 의해서 행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입법권이 인민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을 국가 최고

의 권력으로 보았다. 각 권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권은 국가권력

이 사회 및 사회 구성원의 자유․생명․재산 유지를 위하여 어떻게 행사

8) 성낙인, 『헌법학(제18판)』, 법문사 (2018); 박진완, 「권력분립이론의 현대적 전

개과정과 권력분립원리의 한국헌법상의 수용」, 『경기법학논총』 제10권,

(2010); 이영우,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5호, 한국토지

공법학회 (2019); 장영수,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현대적 권력분

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58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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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인가를 일반적․추상적 규범, 즉 법률로써 정하는 권력이다. 이때의

법률은 통치자에게는 권력행사의 한계이고 인민에게는 의무의 제시이자

안전한 삶의 지표이다.9) 집행권은 법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법을 집행

하는 권력이고, 동맹권은 선전․강화․조약의 체결 등 외교관계를 처리

하는 권력이다. 대권은 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민의 신탁에 의해 국

왕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행사하는 권력이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들

의 다양성과 비신속성 때문에 급박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

가 행해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권이 발생될 수 있다.10)

그런데 이 중 집행권과 동맹권은 한 기관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내

정과 외교가 각기 다른 방침으로 행해지면 국정의 무질서와 파멸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입법권과 집행권은 서로 통합되면 권력

자가 자기의 이익을 공익에 우선하여 자기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지 않

게 된다. 이에 따라 로크는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은 의회가 담당하지만

집행권, 동맹권 및 대권은 국왕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의 주장은 사법권에 관한 언급이 없고 국왕에게 귀속되는 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권 언급이 없는 이유는 법관의 독립

을 보장하는 “Act of Settlement(1701)”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이

다. 또한, 권력분립의 당위성에 관한 논증보다는 상황설명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는 점도 한계11)로 지적되고 있다.

2. 몽테스키외(Montesquieu)

로크의 권력분립에 관한 아이디어는 몽테스키외와 미국의 연방주의자

들에 의해 삼권분립으로 계승된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1748)」에서 2년의 영국 체류기간(1729～1731년) 동안 경험한

9) 이영우, 앞의 글, 373면.

10) 존 로크(강정인․문지영 옮김), 『통치론』, 까치 (1996), 154면.

11) 성낙인, 앞의 책, 338면;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8판)』, 박영사 (2017) 7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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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헌법제도를 설명하면서 권력분립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절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독자적

관점에 따라 영국의 헌법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권력분립을 주장하였

다.12)

몽테스키외는 모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

며 “권력만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le pouvoir arrête le pouvoir).”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권력의 통제를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

법권으로 나누고 시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이 세 권력을 나누어 맡겨야 한다는 삼권분립론을 완성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는 입법권, 국제법에 속하는

집행권, 시민법에 속하는 집행권이라는 3가지 권력이 존재한다. 입법권은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권력이고, 국제법에

속하는 집행권은 선전 강화를 하고 대사를 파견 접수하며 치안을 유지하

고 침략을 방지하는 권력이며, 마지막으로 시민법에 속하는 집행권은 범

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소송을 재판하는 권력이다. 시민법에 관한 집행권

은 사법권을 의미하고, 국제법 사항에 관한 집행권은 행정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입법권과 행정권이 집중될 경우 집중된 기관이 전제적인 법률

을 제정하고 그 법률을 전제적으로 집행할 것이므로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합쳐지는 경우에는 재판관이 동시에 입법자가

되어 자신의 자의에 따라 법을 형성하게 된다. 행정권과 사법권이 결합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합적인 관행에 대하여 재판관이 전제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지므로 재판관의 중립성 및 독립이 훼손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입법, 집행, 사법권으로 나누어 여

러 기관에 맡김으로써 권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권력분립이 아니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이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몽테스키외 권력분립론의 본질은 국가권

력의 분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상호간의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권력

12) 박진완, 앞의 글,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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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과 통제를 강조하는 것13)이다. 이는 몽테스키외가 당시 현

실적인 정치세력 구조를 이론에 반영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집행

권은 군주에, 입법권은 인민대표로 구성되는 하원과 귀족대표로 구성되

는 상원에, 사법권14)은 국민에 의해 선임된 사법부에 속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는 당시 아직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세력, 전통적인 지위를 유

지하고 있던 귀족세력,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여 점차 정치적으로 득세하

던 시민세력이 서로 견제하던 상황을 투영한 것이다.

3.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미국식 대통령제의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에 몽테스키외가 미친

사상적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15) 미국 헌법에는 연방과 주로 나눈

수직적 권력분립과 연방정부의 권한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눈 수평

적 권력분립이 모두 나타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영국정부의

탄압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기피와 같은 비관주의

적 경향으로 정부의 한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에 회의적16)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엄격한 권력분리가 아니

라 특정 권력이 여러 기관에 중첩되는 것이었고 견제와 균형은 바로 이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다.17) 메디슨(J. Madison)이 작성한 「연방주의자

13) 한수웅, 앞의 책, 241면.

14) 사법권은 다른 두 권력과는 달리 특정한 신분이나 특정한 직업에 결합되거나 정

치적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이라 하기는 어렵다. 계희열, 「헌법원

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고려법학』 38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8면. 장영수, 앞의 글, 239면

15) 허영, 앞의 책, 748면.

16) 심경수, 「미국 헌법상 인사의 본질」, 『헌법재판연구』제4권제2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287면

17) 양건, 『헌법강의(제8판)』, 법문사 (2019), 1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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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집(The Federalist Papers)」제47권에서의 “그(몽테스키외)는 이들 부

서(입법․행정․사법)가 서로의 행위에 대해 부분적인 작용을 하거나 통

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18)란 부분이나 같은 글

제48권에서의 “이들 부서가 서로 연결되고 섞여서 각 부에게 다른 부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가하지 않는 한, 자유정부의 본질인 분립의 정도는

실제로 적절히 유지될 수 없다.”19)는 서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당시 미국 상황이다. 미국 각 주들은 비록 영국에

대한 저항으로 연합하였으나 식민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을 크

게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 국왕과 식민지 총독의 권력남용과 부패

에 대한 혐오감은 각 주들이 연합정부를 배제하고 주 의회 중심의 권력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행정기관의 부재는 혼란과 불

편을 가져왔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창설된 것이 1787년 필라델

피아 헌법제정회의이다.20) 즉, 미국 헌법제정자들은 권력분립원리에 따

라 통치기구를 설계할 때 행정부를 강화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대적

인 균형을 맞추는 한편 강력한 행정부를 통한 국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려

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연방주의자 논집」제70권에서 해밀턴이 강

력한 행정부가 공화정부에 구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21)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8) “… he did not mean that these departments ought to have no PARTIAL AG

ENCY in, or no CONTROL over, the acts of each other.…”「Federalist papers,

no. 47,」, CONGRESS.GOV, 2019년 11월 30일 최종접속, https://www.congress.

gov/resources/display/content/The+Federalist+Papers#TheFederalistPapers-47.

19) “… unless these departments be so far connected and blended as to give to

each a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others, the degree of separation which t

he maxim requires, as essential to a free government, can never in practice b

e duly maintained.…” 「Federalist papers, no. 48,」, CONGRESS.GOV, 2019년

11월 30일 최종접속, https://www.congress.gov/resources/display/content/The+F

ederalist+Papers#TheFederalistPapers-48.

20) 미국 당시 상황에 대한 서술은 심경수, 「미국 헌법상 인사의 본질」, 『헌법재

판연구』제4권제2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282～286면 참조.

21) “THERE is an idea, which is not without its advocates, that a vigorous Exe

cutive is inconsistent with the genius of republican government. … Energy in

the Executive is a leading character in the definition of good government.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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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이상 고전적 권력분립론과 관련하여 로크, 몽테스키외, 미국 건국의 아

버지들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권력분립론은 명예혁

명 등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국민주권론과 함께 발전한 원리이

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시초인 로크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외

교권, 대권으로 구분하고 국왕과 의회란 두 기관에 의해 나누면서 입법

권의 우위를 강조하였다. 몽테스키외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

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력을 다른 기관에 나누어 맡겨야 한다면서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보다 강조하였다. 미국의 정부형태는 몽테스키외

의 권력분립론을 현실에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들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기관을 구분하는 한편,

연방과 각 주 간 수직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국가권력의 제한, 권력남용의 저지, 자유 실현이

라는 세 가지 기본목적으로 표현된다.22)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17～18세

기 영국을 배경으로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탄

생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주된 생각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은 약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원리이자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s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unity against foreign attacks; it is no

t less essential to the steady administration of the laws; to the protection of p

roperty against those irregular and high-handed combinations which sometime

s interrupt the ordinary course of justice; to the security of liberty against the

enterprises and assaults of ambition, of faction, and of anarchy. …” 「Federali

st papers, no. 48,」, CONGRESS.GOV, 2019년 11월 30일 최종접속, https://ww

w.congress.gov/resources/display/content/The+Federalist+Papers#TheFederalistP

apers-70.

22) 허영, 앞의 책, 7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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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적인 원리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로크, 몽테스키외, 미 건국의 아버지들 모

두 권력분립을 권력의 분리나 단절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권

력의 엄격한 구분을 얘기한 몽테스키외의 이론 역시 그 본질은 국가권력

의 분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상호간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권력 간의

상호작용과 통제를 강조하였고23)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도 권력의 분

리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이후 국가조직의 기본원리로서 각 국 헌법에 수

용된다. 그러나 이후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정치현

실이 변함에 따라 권력분립을 변용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Ⅱ. 20세기 권력분립론의 변용

1. 캐기(W. Kägi)

캐기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하나의 도그마로 보는 것에 반대하

면서 권력의 분립과 통합을 포괄적인 질서개념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

면 고전적 삼권분립론이 권력분립에서 중요한 하나의 형태이긴 하지만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유일의 형태 또는 가장 중요한 형태는 아니다. 오

히려 권력분립적 질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아 그 시대의 현실에 맞는

형태를 찾아내야 한다. 권력의 분립과 결합의 체계를 새롭게 파악하는

캐기의 이론은 포괄적 권력분립론이라 지칭된다.

캐기에 따르면,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러 측면에

서 기본적 질서기능을 유지하며, 민주국가에서도 권력분립질서는 집행권

이나 사법권 형성에서 군주나 귀족적 요소의 상대적 권리를 인정할 때

23) 한수웅, 앞의 책,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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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는 권력분립론의 중요한 형태로서 헌법제․개정권과 일반입

법권의 이원화, 양원제인 입법부, 집행부 내부의 권력분립, 국가기능담당

자의 임기제한, 복수정당제, 개인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 분리, 연방제와

지방자치제에 의한 수직적 권력분립, 국가와 교회의 이원화, 민간권력과

군사권력의 분리 등을 들고 있다.

캐기의 이론은 비체계적이라는 한계를 가지나 시대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권력분립론을 찾으려는 시도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전통적인

삼권분립이란 도그마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권력분립이 가능하고 또

실제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은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24)

2. 뢰벤슈타인(K. Loewenstein)

뢰벤슈타인은 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개념 대신에 국가기능의 분할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다원적 대중사회에서

는 국가기능을 동태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형적인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구분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기

능, 정책집행기능, 정책통제기능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능

이 어떤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든 그 기능의 내용과 비중에 상응하는

통제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권력분립이라고 하였다.25)

정책결정은 국가적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정

치적 선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치체제나 정부형태의 결정, 다양한 이

해관계와 이데올로기의 조정, 대외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일부 엘리트관료나 정당수뇌부

등 소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지만 입헌주의의 본질상 행정부와 입법부

의 협조,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

24) 양건, 앞의 책, 1000～1001면.

25) 이영우, 앞의 글,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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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모든 국가작용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모

두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통제는 뢰벤슈타인이 핵심으로 지목

한 기능으로, 모든 권력담당자의 권력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통제 기능은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고 강제하는데 있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국가기능을 상이한 권력담당자 또는

기관 간에 배정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헌법은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뢰벤슈타인은 정치적 통

제를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를 나누고 수평적 통제를 또 다시 기관

간의 통제와 기관 내의 통제로 구분한다. 수직적 통제에는 연방국가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통제, 이익집단들에 의한 정부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이 해당된다. 수평적 통제에서 기관 내 통제는 양원제 의회

제도 및 부서제도를, 기관 간 통제에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의회해산

권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심판권을 예로 들 수 있다.

뢰벤슈타인의 이론은 기능분류를 바탕으로 기능의 분산과 통제를 통해

정치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치형태의 모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구성과

직접 연결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3. 슈테른(K. Stern)

슈테른은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시대에 따라 변하였고 심지어 해체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한다. 즉, 오늘날 권력의 억제와 통제는 고전적

권력분립론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과

자유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주체들 간의 권력통제를 포

함하는 다차원적인 권력균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26)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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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한 다차원적 권력분립체계에 속하는 요소로는 먼저,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있다.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자유영역에서 개인은 원칙

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유 역시 법에 구속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은 법질서의 내용과 형성에 정당가입 등 정치적 참

여, 이익단체 구성, 여론 형성, 기업의 공동결정모델에 따른 공직에서의

공동결정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 외 연방과 주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 지방자치 등 자치행정제도, 집행부 내 정치적 지도자와

직업공무원들로 구성된 관료제 사이의 권력분립도 다차원적 권력분립체

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UN과 같은 초국가적 조직이나 헌법재판제

도 역시 권력통제의 요소가 될 수 있다.

4.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20세기 민주주의 발전, 다양한 정치권력의 등장 등 시대적 변화는 고

전적 권력분립론의 변용을 가져왔다. 권력분립론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

을 기초로 하여 도출된 연역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

상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이다.27) 그 변화

방향은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종래의 형식적인 분리에서 벗어나 각 분

야에서 다각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캐기의 포괄적 권력분립

론,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슈테인의 다차원적 권력분립론 모

두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명제로 작

동하는 것을 경계하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권력분립체계의 수정․보

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위 이론들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권력분립론은 권력분립 대상을 국가

26) 이영우, 앞의 글, 383면.

27) 최병우,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재구성: 거버넌스 이론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새

로운 모델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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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서 국가기능으로 전환하고, 국가기능의 분리보다는 통제를 강조하

는 이른바 기능적 권력분립론이라 지칭할 수 있다. 국민이 단일․불가분

의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분립은 고유한 의미의 권력이

아니라 국가기능의 분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루소가 지적하였듯 주권

자의 권력은 불가분․불가양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분립의 의미

는 권력기관 간 관계 절연이나 권력분할이 아니라 권력상호 간 공화와

협력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최근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은 “입법․행

정․사법의 세 가지 기본적인 국가기능이 기본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서 서로 기능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기능을 적절히 통제

함으로써 국가의 통치권 행사가 ‘협동’과 ‘통제’ 아래에서 조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데 중점”28)을 둔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권력의 합리

적인 통제, 즉 실질적인 기능통제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인 발현

모습에 착안하여 종래의 국가영역을 넘어선 사회영역까지 확장되고 있

다. 다만, 헌법적 가치와 각 권력의 본질적 영역은 보장된다. 아래 독일

연방재판소 판결은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곳에서도 완벽히 실현되는 곳은 없다. 수많은 권력 

교차와 권력 균형이 존재한다. 헌법도 권력의 절대적 분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권력상호간 통제, 억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헌법에 규정된 삼권간 권

력 배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권력도 헌법에 규정된 것 이상의 초권력

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권력도 헌법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

한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 상이한 권력들의 본질적 영역은 변경될 수 없다. 

헌법이 특정권력에게 부여한 전형적인 과제를 박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이다.”29)

28) 강재규,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

구』 제41집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2), 284면.

29) BVerfGE 95, 1 Rn. 43(이부하, 앞의 글, 4면 해석 인용), 원문은 아래와 같다.

Gewaltenteilung ist nirgends rein verwirklicht. Es bestehen zahlreiche

Gewaltenverschränkungen und -balancierungen. Das Grundgesetz fordert nicht

eine absolute Trennung, sondern die gegenseitige Kontrolle, Hemmung und

Mäßigung der Gewalten. Allerdings muß die in der Verfassung vorgenommene



- 20 -

제 3 절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해석논쟁

Ⅰ. 문제의 소재: 권력분립 개념의 모호성

권력분립에 관한 헌법적 문제가 정치현실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례

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권력분립원리가 헌법재판에서 위헌심사기

준으로 인정되지만, 권력분립 개념은 불명확하고 논쟁적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권력분립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할 뿐더러 입법․사법․행

정기능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공화 및 협조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권력분립은 전제정치의 방지라는 소극적 목적과 효율

성 강화라는 적극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고 있는데 두 가치는 자칫 갈등

관계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원리의 모호함은 특히 헌법재판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당히 다양한 유

형의 권력분립 사건을 경험하면서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30) 사후적인 판단기준이긴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력

분립해석론은 권력분립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력분립원리 해석론

Verteilung der Gewichte zwischen den drei Gewalten gewahrt bleiben. Keine

Gewalt darf ein von der Verfassung nicht vorgesehenes Übergewicht über

eine andere Gewalt erhalten. Keine Gewalt darf der für die Erfüllung ihrer

verfassungsmäßigen Aufgaben erforderlichen Zuständigkeiten beraubt werden

(vgl. BVerfGE 9, 268 [279 f.]; 22, 106 [111]; 34, 52 [59]; stRspr). Der

Kernbereich der verschiedenen Gewalten ist unveränderbar. Damit ist

ausgeschlossen, daß eine der Gewalten die ihr von der Verfassung

zugeschriebenen typischen Aufgaben verliert (vgl. BVerfGE 34, 52 [59]).

30) 강승식,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원리: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

로」, 『미국헌법연구』 28(3), 미국헌법학회 (2017), 3면.



- 21 -

엄밀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위헌심사 과정에서도 권력분립을 어떻게 바

라볼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권력

분립원리에 대해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라는 두 해석론을 제시해왔다.

형식적 해석론은 미연방헌법 제1조와 제2조가 그 원문․구조나 헌법제

정론자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국가의 각 기능을 비교적 명백하게 경계짓

고 있다고 판단하고, 권력분립 관련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안을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형식적 해석론을 따른다면, 먼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이 성질상 입법․사법․행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다른 부가 특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한을 보유한 부의 권한이 침

해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진다.31)

반면, 기능적 해석론은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으로 각 부의 권한이 서

로 공유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기능적 해석론은 각 기관들

의 견제와 균형을 보다 강조한다. 기능적 해석론에 따른다면, 먼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 부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하거나 한 기관이 헌법상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

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즉, 기능적 해석론은 위반여부 판단 시 각 기관들 간의 관계

및 전체적인 구조를 통한 융통성과 이익형량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32)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해석론을 채택하지 않고 두 해석론을 사안

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형식적 해석론을 채택한

대표적인 사건은 1986년 시나(Synar) 사건33)이다. 이 사건은 관리예산국

과 의회예산국의 추계보다 실제 적자예상치가 일정수준 이상 높은 경우

이 기관들이 회계검사원장에게 예산삭감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회계검

사원장이 검토 후 대통령에게 예산삭감을 보고하면 대통령이 이에 구속

31) 강승식, 앞의 글, 7면.

32) 석인선, 「미국헌법상 권력분립에 관한 헌법해석론」, 『법학논집』 5권1호, 이

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6면.

33) Bowsher v. Synar, 478 U.S. 71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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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는 「균형예산긴급적자규제법(Gramm-Rudman-Hollings Act)」

이 문제되었다. 법정의견은 먼저, 회계검사원장직의 연혁, 해임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가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회의 기관이라고 판단

하였다. 그리고 회계검사원장이 수행하는 기능을 검토하면서 입법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형식주의적

접근에 따랐는데, 회계검사원장은 세출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그가 수행하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의회의 기관에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원리에 위반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에 반해 반대의견은 기

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대통령직 수행에 핵심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의회가 회계

검사원장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들을 살펴볼 때 회계검사원장이 단순한

의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권력분립원리에 대하여 기능적 해석을 시도한 대

표적인 사례로는 1988년 모리슨(Morrison)사건34)을 들 수 있다. 이 사건

에서는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이 문제되었

는데, 독립검찰관(independent counsel)에게 일정한 공무원에 대한 조

사․소추권을 부여하고 콜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특별부에 독립검찰관

임명권과 감독권을 부여한 내용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무원 범죄

행위의 조사, 소추에 대한 권한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에게 독립검찰관에 대한 충분한 통

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4) Morrison v. Olson, 487 U.S. 654 (1988) 해당 사건에서는 독립검찰관 임명권을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부여한 것이 권력분립에 반하는지와 함께 독립검찰관이

하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만약 해당 직위가 하위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원의 동의에 의한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헌

이 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독립검찰관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

고 제한된 권한만 가지며 특정사건만 담당하여 임시적이며 복무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하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건, 『미국 헌

법상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 『공법연구』 제31집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2)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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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부의 본질적 권한

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권력분립은 유지된다고 풀이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형식적 관점에서 행정권에 속하는 권한을 대통령

이외의 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Ⅲ. 권력분립해석론에 대한 평가

형식적 해석론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 본질적으로 구별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각 기관(기능) 간 비교적 명확한 경계선을 정립함으로써 불확

실성이 줄고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헌

법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현실과 괴리될 우려가 있다. 특히 현대 행정국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렵고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비판도 형식적 해석론의 한계

로 지적된다.

이에 반해 기능적 해석론의 가장 큰 장점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함으로

써 현실정치를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판사들이

각 기관의 기능과 문제된 행위 및 공익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해야 하므

로 권력분립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익형량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권력분립에 미치는 해

악이나 정부의 효율성은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해석론은 모두 일정한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 미

국 연방재판소에서도 사안에 따라 일관성 없이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써 권력분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편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간 모든 분쟁을 정치적 과정에 맡겨야 한다는

사법자제론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자

유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균형적인 권한 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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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심사를 막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법자제론은 권력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헌법 문언이나 헌법제정자의 의도를 통해

해당 기능이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쉽게 도출될 수 있

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 권력분립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해당 기능의 성격이나 담당기관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생각건대 형식적

해석론이 명확하고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가변적이고 복잡한 현

실 속에서 각 국가기능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판

단 역시 자의적일 수 있다. 오히려 이익형량을 반영한 기능주의적 심사

를 할 경우 각 기관이 문제된 주요 이익과 영향을 명백히 표명하도록 촉

진하고 문제해결협상을 수행할 동기를 제공35)함으로써 재판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제 4 절 행정기관위원회와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

Ⅰ. 서설

권력분립원리를 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특정한

분립형태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36)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정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통치원리로 이해한다면, 시대나 정치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

35) 석인선, 앞의 글, 16～19면. 이와 달리 기준을 이원화하여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

을 스스로 확대한 경우에는 형식적 해석론을, 입법부가 다른 부의 권한을 확대하

거나 다른 부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확대한 경우에는 기능적 해석론을 적용하

자는 의견(강승식, 2017)도 있다.

36) 한수웅, 앞의 책,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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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1세기 현재 정치현실과 정치제도의 운영 실태

를 고려하면 권력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권력기관 간

상호접촉이 빈번해지고 권력관계가 다변화되며 새로운 영역의 권력기구

가 등장하고 있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발전 및 사회의 복잡다변성 증가란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조직이다.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오늘날 권력분립원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투영하고 있는 이

유이다. 또한 이는 행정기관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분석이 입법부․

행정부․사법부란 국가 내부의 논의였던 고전적 권력분립론을 벗어나 시

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

미한다. 아래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국회추천권을 본격적으로 분

석하기 전에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오늘날 국가권

력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에서 권력분립이 어떻

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새로운 행정조직인 행정기관위원회

1. 행정기관위원회의 개념

위원회란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제 기구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1인

이 하는 단독제 기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행정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

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를 “위원회, 심의회, 협의

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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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관”이라 정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20세기 이후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전문

화됨에 따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통적인 계층

제․독임제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 합의제 행정기관37)38)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제정한 「행정기관위원회법」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 합의제 행정기관의 범위, 구체적인 유형, 설립기준 등

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 소속 위원회를 지칭하는 용어만 보더라도 정부위원회, 행정위원

회, 행정기관위원회 등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며, 무소속 합의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

위원회 등)를 행정부 소속 위원회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각 연구

마다 다르게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법률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법 적용대상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헌

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를 제외하지만, 행정위

원회를 「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별도로 정의

하며 자문위원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규정39)하고 있다. 즉, 행정위원회

37) 「정부조직법」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

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38)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의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7.17.제정)」 제2조에서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

와 명칭은 비서실·국·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63년 12월 전부개정(법

률 제1506호, 1963.12.14.전부개정, 1963.12.17.시행)에서 해당 조문에서 ‘위원회’가

삭제되고 1981년 4월 개정(법률 제3422호, 1981.4.8.일부개정, 1981.4.8.시행)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란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39) 「행정기관위원회법」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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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기관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행정기

관위원회에 국한된 분류방식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행정위원

회의 법적 지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에 관한 행정조직법적

법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40)

2. 행정기관위원회의 분류

행정기관위원회를 유형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실정법 상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기준으로 헌법상 기관

인지 법률상 기관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지를

구분하거나 법률상 소속을 기준으로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부처

소속, 기타 위원회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근거법이나 소속기관

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식적 요소로만 구분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 다른 실정법 상 분류방식으로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분이

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에서는 기관의 기능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

을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의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기능과 아울러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

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0) 나채준,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홍익법

학』 제14권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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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1조)”

이다.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다. 행정위원회는 자문

위원회보다 설치요건이 까다롭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업무의 내용

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

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면, 행정위원회는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기존 행정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인 업무가 있어야 하며 그

업무가 상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구분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문

제가 있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라는 두 카테고리만으로는 현실에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구분기준도 모호하여 법령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한다. 자문위원회는 구

속력 없는 조언적 성격의 의사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분류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분류되었으나 위원회 결정이 관할청을 기속한다.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가 바로 그 기관의 구성

에 영향을 주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41)에서, 위원회 위원의 구성방식

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실정법의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분은 실제 위원회의 운

용현실과 거리가 있고 지나치게 단순하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목적, 위

원장의 직급이나 직원 수, 권한이나 업무, 준입법권․준사법적 기능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좀 더 세분화된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식적

인 세분화된 분류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후 행정기관

위원회를 분석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실정법상 분류를 따르되, 필요에 따

라 개별적으로 위원회 위상이나 성격과 관련한 다른 요소들을 검토할 것

이다.

41) 최희수,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등과 관련한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1),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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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위원회의 필요성 및 한계

정부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민주적인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

이다. 먼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부조직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

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다원

적인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조직의 민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함에 따라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관료보

다 전문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격요건을 두

어 관련 전공 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출신배경을 검토한 한 조사에 따르

면, 전문가집단 대표의 비율이 약 77%로, 관료집단(9%)이나 이익집단

(1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42). 나아가 다수의 합의로 결정이 이루

어짐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토의와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나 정당

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제도가 오히려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가장 큰 단점은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원구성이 제대

로 되지 않거나 다수 위원이 공통된 의사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책결

정이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 또한 계층적인 통제장치가 존재하지 아니

하고 행정기관보다 설립이 쉬워 행정부 비대화 현상을 감추는 용도로 악

용되기도 하고, 기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는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여러 사람이

42) 김근세․김윤정, 「한국 행정위원회의 구조와 한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제4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8), 1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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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

원구성에 있어서 행정부 친화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되거나 공무원 비율이

높다면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대변하거나 행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심지어 무소속 위원회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위헌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헌법에 모든 국가조직을 규정할 수 없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

해도 있으나, 헌법에서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전속시키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이들 위원회가 국정에 관한 실질적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를 형해화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43)

Ⅲ. 국가권력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와 행정기관위원회

1. 시민사회의 발전

고전적인 권력분립론은 국가기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

의 통치질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오늘날에는 국가의 정

책결정에 국가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이익단체들이 관심을 표

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 증대는 주권자인 국민

이 직접 정치과정에 관여하고 관료제나 대표들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측

면에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심지어 모든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

43)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 독립규제위원회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김상겸,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제2호, 한국헌법

학회 (2005);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프랑스의 독립행정

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김해원, 「독립행정기

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법학연구』 23권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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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실현되면서 권력분립론을 논의할 현실적 필요

성이 상실되었다는 의견까지 등장했다.44)

행정기관위원회는 국가정책에 민간위원을 직접 참여하게 하여 시민사

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위원회의 의사가 구속력을 지

니지 않는 단순 자문위원회도 존재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최저임

금위원회처럼 구속력 있는 의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일정 자

격요건을 법에 두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강

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여러 이해관계를

공적인 절차 속에서 조정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을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의제는 불가피하며, 참

여가 특정 사회세력에 집중되거나 그 사회세력이 국가의사형성과정에 일

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익을 저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등 참여의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사회, 나아가 국가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권력집단들 사이의 권력분립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행정국가 현상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등장한 시기의 국가는 주로 질서유지적․야경국

가적 기능에만 국한된 작은 정부였으며, 근대 헌법은 일반적으로 의회

중심의 입법부 우위의 형태를 취하였다.45) 미국 헌법제정 당시에도 강력

한 입법권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적극

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로 변모하였다. 국가의 급부

국가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권의 비중이 확대되어 집행부와 입법

부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위

44) 장영수, 앞의 책, 997면.

45) 양건, 앞의 책, 1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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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등장 및 확대 경향도 행정국가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고유한 법집행영역에 해당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행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

을 가진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재가 이를 반영한다. 집행부 우위 현상은

행정기관이 전문성이나 정치적 책임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행정부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정당

성이 인정되고, 일상적으로 소관 법규를 집행하므로 복잡한 법규들 간의

관련성이나 기술적 사항을 숙지하고 이해관련자들의 사정에 정통하다

는46) 점이 주요 논거이다.

집행부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행정국가 현상이 보편화되고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가 인력과 조직, 전문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

에 서게 됨으로써 권력 간 균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국가기

능의 중점이 행정부로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는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행

정부 통제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능의 효율성 역시 권력

분립의 주요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결국 현대적 권력분립은 행정국가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할 것이다.

3. 정당의 영향력 확대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

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

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정당법」제2

조)”을 말한다. 근대 영국에서 정당이 등장한 이래 정당제도는 계속 발

전해왔으며, 현대국가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기능이 커져 정당이 국가의

사 형성에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정당국가 현상

46) 강재규, 앞의 글,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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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 종래 권력분립원리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분리를 전제

하였지만, 정당을 통한 권력통합현상에 따라 이제는 집행부를 장악한 집

권당(여당)과 그 반대당(야당)의 관계로 국정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집권

당이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대변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47) 하지만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

를 국가질서의 형성에 반영되도록 매개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요

소가 되고 있다.48) 결국 정당국가화를 인정하면서 정당의 수뇌부나 행정

부에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집권당과 야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특히 한국의 정당은 미국과 달리 정당

기율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 간 견제기능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정당국가화 현상은 행정기관위원회 조직 자체보다는 해당 위원

회에 국회추천권을 설계할 때 의미가 있다. 국회추천권을 신설하는 이유

가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국회의 추천권을

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관계를 반영하여야 의도

하였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컨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동일 비

율로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방식으로 운영

될 가능성이 크다.

Ⅳ. 새로운 권력분립의 특징

1. 다양한 권력보유주체 등장

기능의 분리를 전제로 한 기능적 권력분립론은 오늘날 국가기능의 다

양화와 복잡화에 따라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49) 세계화 및

47) 한수웅, 앞의 책, 244면.

48) 장영수, 앞의 책, 998면.

49) 박진완, 앞의 글,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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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가 진전되고 다원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개인, 정당, 사

회세력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지방, 국가, 세계 등 여러 차원의 이슈들에

탄력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늘날 상황에서 국가기능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국가권력은 상당부분 공유된다.50) 국가기

능을 아무리 정밀하게 분류하고 기능에 적합한 기관의 조직과 조직에 적

합한 기능분배를 하려 해도 많은 국가작용은 그 기능의 성격이 모호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1)

정당국가화, 행정국가화 등에 의하여 권력의 부분적인 융합 내지 불균

형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권력보유실체를

인정하고 다양한 참여자들 간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

다. 수직적 권력분립이나 직업공무원제 또는 임기제를 통한 권력통제, 헌

법재판을 통한 권력통제 등 여러 권력분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단체에 의한 권력분립과 정당에 의한 권력분립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단체를 통한 권력분립은 국가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 하는 복수의 사회단체의 존재와 그 사회단체 간 세력균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52) 국가과제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복

잡화 되면서 사회세력들이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이 때 국가와 사회의 상호 상이한 기능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여

러 형태의 사회적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권력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새로운 권력분립의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정당의 경우에도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여당과 야당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을 권력분립의 시각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권력의 균형자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53) 특히 여당․행정부 대 야당의

50) Louis Fisher, 『The politics of shared power: Congress and the

Executive(4th ed.)』, Texas A&M Univ. Press (1998), 3면.

51) 허영, 앞의 책, 827면.

52) 한수웅, 앞의 책,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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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전환되고 심지어 행정국가화로 집행부가 강력해진 상황까지 고려

하면 야당의 정부통제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정

권적 차원의 경쟁자를 넘어 통치권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권

력분립의 관계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종래 민주정치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온 다수와 소수의 관계 그리고 소수의 보호 등은 권력분립 차

원에서도 중요해진다.54) 즉, 정당국가에서 권력분립의 실현은 야당의 권

리 및 소수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실제로 작용하는지에 달려있다.

2. 다층적 영역으로의 확장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권력분립론은 기본적으로 논의되던 국가

기관 간 관계(수직적)나 연방과 주 관계(수평적)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

으로 확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가와 사회의 네트워크가 증가하면

서 국가와 사회의 영역이 모호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조종자(rowing)과 제공(providing)

에서 조정(steering)과 권능부여(enabling)으로 전환”55)되었다. 정책의 각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영역의 경계가 희석되고 융합되다 보니,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고 양자 사이의 권력분립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국가를 넘어선 초국가적 영역도 등장하였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유럽연합은 연방국가와 달리 회원국가와 연합 간 법적 결합 정

도가 매우 느슨하며 최근의 브렉시트 사례처럼 탈퇴도 가능하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인 강제력, 법규범, 위임 그리고 정당성 등으로 판단하자면

유럽연합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권력분립

53) 양정윤, 「국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갈등과 법적대화: 입법부 권한강화의 필요성

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23호, 유럽헌법학회 (2017), 39면.

54) 허영, 앞의 책, 759면.

55) 최병우, 앞의 글,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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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원국 간 관계나 연합 내 기관 간(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관계에

서 이원화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56)

기관 간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기관 내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를

두어 권력분립 요구를 실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관의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기관 내부적으로 하나의 부분기관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기관과의 협력 하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서

제를 실시하거나 의회를 양원제로 두거나 어떤 기관을 단임제가 아닌 합

의제 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3. 전통적인 권력분립원리의 존속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권력분립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전통적인 권력분립체계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긴 어렵다. 국가권력과 권력분립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권력

의 본질상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부패는 피할 수 없기에 현대 민주국가에

서도 분리와 균형을 통한 권력의 억제와 완화라는 권력분립의 본질적인

헌법적 기능은 여전히 유지57)되기 때문이다. 즉,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산, 국가작용의 기능별 삼권분리와 조직의 분리, 권력제한의

메커니즘으로서의 권력간 견제와 균형, 자유보장의 수단으로서의 권력분

리는 현대국가에서도 반드시 존중하고 명심해야 하는 원칙이며58) 모든

권력분립적 요소들은 헌법상의 민주적 법치국가적 전체질서의 본질적 구

성 부분을 이루며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오늘날 권력분립

원리는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현대 행정국가

56) 김용훈, 「유럽연합 수준의 권력분립원리 -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법학논

집』 17권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64～275면.

57) 최병우, 앞의 글, 21면.

58) 허영, 앞의 책,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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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59)

제 5 절 소결

이상 제2장에서는 시대적 변화와 권력분립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의 전

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권력분립론이 가치완결적인 이론이 아니라 시간

과 정치상황에 따라 변용되는 역사적 원리임을 확인하였다. 고전적 권력

분립론은 자유주의적 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최소화 하려는 소극적 원리였다. 전제군주처럼 권력

이 하나로 집중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주요 목적이기에 권력을 나누어 다

른 기관에 배분하는 것이 당시 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의 권력분

립 논의는 권력이나 국가기능을 단순히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

늘날에는 국가기관 간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권력

보유주체(혹은 국가기능수행자)가 늘어나고 이전과 다른 권력구조가 등

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당국가 발전으로 입법부 대 행정부 구조

에서 집권당․정부 대 야당 구조로의 전환이다. 결국, 권력의 남용을 방

지하고 효율적인 국가기능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설계

할 때 보다 다양한 주체, 영역 및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기관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상황의 변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행정

조직이다.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인 집행기능을 넘어 행정부의 역할이 점

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사회의 참

여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의 권력분립은 다양한 권력보유실체를 인정하고 다양한 참여자들 간 내

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내 합의제 기

구인 행정기관위원회는 그 자체로 행정부 내 권력분립에 기여하는 측면

59) 강승식, 앞의 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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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더구나 국회가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위

원회 내부의 권력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행정부에서 위원을 모두 위촉하

는 경우 정부친화적인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해당 행정기관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를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오늘날 복지국가화․행정국가화 진행으로 행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정부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렇다고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것 역

시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그 기

능을 배분하여 국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권력분립의 중요한 목

적이다. 비록 국회나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공화하는 관계라

하여도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 행정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거나 국회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위원

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권력분

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분립원리의 특성 상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국회추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표준화된 기준은 성립하

기 어렵다. 국가업무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어떤 권한이 어떠한 국가기능

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며 입법권이나 행정권의 본질

적 영역이 무엇인지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권력

분립의 위헌심사에서 일관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권력분립은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권력구조

를 만드는 특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잣대로 단순화하기 더욱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결국 행정기관위원회의 국회추천권으로 인해 권력분립이 제

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헌법질서 속에서 해당 위원회가 권력분립의 목

적, 즉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국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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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이는지를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해당 행정

기관위원회에 국회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하

더라도 국회추천권을 어떻게 설계할지까지도 권력분립원리 측면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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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국회추천권

도입 현황

제 1 절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정부조직은 정부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

에 따라 변경된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

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

관위원회는 총 558개이다. 행정기관위원회는 크게 「정부조직법」 제5조

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인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총 558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37개가 행정

위원회, 521개가 자문위원회로 자문위원회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소속별

로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이 19개, 국무총리 소속이 56개, 각 부처(소속기

관 포함) 소속이 483개이다.

[표 3-1] 행정기관위원회 분류

구분 위원회 수

유형별
행정위원회 37

자문위원회 521

소속별

대통령 19

국무총리 56

각 부처(소속기관 포함) 483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2019) 참조하여 재정리

행정기관위원회는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설립된 후 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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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및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참여를 강조하

면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60) 1997년 이후 변화 추이를 살

펴보면,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1998년～2000년, 2003～2004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수가 소폭 감소하고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수의 위원회가 조

정․폐지된 시기도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어 전체적인

위원회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림 3-1] 1997～2008년 행정기관위원회 추이

주 1. 1997～2007년은 12.31.기준, 2008년은 2.28.기준, 2009년은 8.31.기준, 2010년 이

후에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조사함.

2. 2008년 이명박 정권 초에 위원회가 증가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근거 법률을

수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이명박 정부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오세

영, 2017).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60) 서승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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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이란 비판을 인식하여 정권마다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우

고 있음에도 정부 내 위원회가 실제로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오

세영(2017)61)은 크게 증가유도 측면과 축소제약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

고 있다. 먼저, 전자로는 현대 사회에서 정책수요의 증가로 정부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정부조직법정주의로 행정조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

부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부의 정책수립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정책을 보완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위원회 조직은 행

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후자는 법치행정이 강화되고 행정의 절차가 강

조되면서 위원회 근거나 역할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위원회 폐지가 어

려워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 2 절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Ⅰ. 개관

총 558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국회, 국회의장 혹은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가 인사에 관여하는 위원회는 18개이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들이 다

른 행정기관위원회와 특별히 구별되거나 이들만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실

정법상 분류기준인 소속 기관이나 행정위원회 여부가 크게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국회가 개입하

61) 오세영, 「정부위원회 운영과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6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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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설립배경 및 국회 논의과정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별로 특정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추천권 조

항이 신설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과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당초 발의․제출된 의안부터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이란 정상적인 국회 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이다. 둘째는 당초 의안

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경우이다. 셋째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여야합의로 근거법이 통과되는 경우이다. 설사 형

식적으로 국회심사절차를 모두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결정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 경우로 분류하였다.

첫째, 최초 의안단계부터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의안을

제안한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입법취지

는 행정기관위원회 내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수를 늘려 위원회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제안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다보니

동일한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의원은 국회의 인사 개입권을 인정하는 안

을 내지만 다른 의원은 인정하지 않는 안을 동시에 내기도 하고, 각 의

원마다 추천인원 수나 임명주체 등을 다르게 규정하여 국회 심의과정에

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9개 행정기관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국회추천권이 최초 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경우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5개 행정기관위원회가

있다. 이 경우 역시 위원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취지이다. 특히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위원구성의 다양성을 이

유로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권이 신설된 특이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정당이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안을 별다른 수정 없이 의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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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소수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공

개되지 않아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차이가 뚜렷했던 북

한인권증진위원회, 사립학교 임시이사제 등 사학의 자율성 문제와 연계

되어 논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한-EU FTA와 관련된 농․어업인 지

원위원회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Ⅱ. 위원회별 검토

1. 의안단계부터 국회추천권이 인정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위원회이다. 실정법상

분류로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5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즉, 입법

부․행정부․사법부가 각각 5명씩을 실질적으로 구성한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 나누어 규율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대량 유

출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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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3년부터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통일적인 단일입법 형태로서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후 제18대 국회에서 국

회에 계류되어 있던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62)을 심사하고 해당 법

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2011년 3월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는 법 제정 당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이혜

훈의원안과 변재일의원안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이냐 대통령 소속이냐 차

이는 있었으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심의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하지만 정부안은 국무총리 소

속 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견제시만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행정부인 행정

안전부에서 하는 내용이었다.63)

정부안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총괄기능과 개인 정보 보호기능이 분리

될 수 없고 행정안전부가 쌓아온 기존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하며 정부

62) 이혜훈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2008.8.8. (의안번호 1800570)」,

변재일의원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2008.10.27. 의안번호 180159

8)」,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안(2008.11.28. 의안번호 1800570)」을 말

한다. 참고로 17대 국회에서도 4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은영의원안, 노회찬의원

안, 이혜훈의원안, 정성호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63) 세 제정안의 정보추진체계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안(3건)의 정보보호 추진체계 비교>

출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법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9.2, 47면 <표 8>을 재편집.

구분 이혜훈의원안 변재일의원안 정부안

소속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집행)

위원

수
9명(위원장 1, 상임 1) 9명(위원장 1, 상임 1)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대통령 임명

� (비상임위원) 위원

장이 추천한 자 중

국무총리가 임명

� 국회선출 3인

(상임 1인 포함)

� 대통령 지명 3인

� 법원장 지명 3인

�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관련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 시민사회단체 등에

서 추천

� 국무총리가 임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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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조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정부 소속 형태가 현실적이라

는 찬성의견도 있었으나, 주민등록제도 운용이나 행정정보공동 이용 업

무는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이 커 행정안전부 역시 개인정보보호업무의 감

독대상기관이므로 객관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 무엇보다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행정권한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위원

회 형태의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논거의 핵심이었다.

결국 정부안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

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심의․의결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국

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각 위원을 5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

로 합의하였다.

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합의제 기관으로,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자문위원회이다. IMF사태 직후인 2000년 공적자금의 추

가 조성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기관이 공적자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적

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도 설치64)하였다. 법 제정 당

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이었으며, 3명의 고위공무원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민간위원 5

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인,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

64)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 대

표발의․이진복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9.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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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는 자 1인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2008년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적

자금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총괄하는 금

융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규모로 조성․투입된 기존 공적자금 회수 극

대화라는 설치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된 만큼 별도의 관리기구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상황은 변화였다.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적자금을 투

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통합기구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2009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적자

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65)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09년 4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적자

금 관리는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여러 기관․단체에 추천

권을 부여하여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자격요건을 두어 전문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다음 날 제4차 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안으로 다시 심사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인 금

융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차관을 포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경제나 법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

원 6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당연직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자 1인이 공동으로 된다.

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 내 심각한 인권 침해사건이었던 윤일병

65) 홍재형의원등 13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9.3.18.

의안번호 1804204)」, 이진복의원등 20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2009.4.7. 의안번호 1804501)」, 이정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적자

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9.4.10. 의안번호 18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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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66)을 계기로 2015년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

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은 위원

장인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외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과 민간위원 6명이 있다. 민간위원 중 절반인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민간위원 3명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해당 법률 제정 전 군인의 복무 등의 규정은 「국군조직법」, 「군인

사법」, 「군형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 「군인복무규율」

이 군인의 지위나 기본권 제한 등을 그나마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었지

만, 이 규정은 시행령이었기에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

배 논란 등 일정 한계를 가졌다. 이에 따라 군인의 인권보호와 군인의

복무관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내 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해 입법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총 11개의 안건67)을 통합

66) 윤일병 사망 사건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 근무하던 윤일병이 근무 중 상급자

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2005년 육군훈련소에

서 교관이 화장실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나

2014년 22사단 GOP초소에서 근무하던 임병장이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비하한 그림과 낙서를 보고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고 소총을 발사한 후 도주한 사건 등 군 내 심

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에 대한 신

뢰도가 떨어지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입법적 대응이 나타났다.

67) 대안반영폐기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제정안: 안규백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2012.6.25.

의안번호 1900289)」, 한기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2012.8.2.

의안번호 1901018)」, 안홍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군인권보호법안(2014.11.04.

의안번호 1912299)」, 심상정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군인권기본법안(2014.12.02.

의안번호 1912764)」, 이개호의원등 29인이 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

안(2015.3.5. 의안번호 1914167)」

2. 개정안: 이찬열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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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든 대안이 의결된 것인데, 대안의 기초가 된 5개의 제정안 중 별

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은 안홍준의원안과 한기호의원

안이다. 한기호의원안에는 11명의 위원을 두되, 민간위원을 모두 위원장

인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안홍준

의원안은 위원회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 관련 시민단체에

서 추천한 사람이 각각 2명씩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대안

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홍준의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어 현행처럼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이 신설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설치한 자

문위원회이다.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14명 이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68)이고, 나머지 위촉위원 중 7명은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

(2014.6.23. 의안번호 1910948)」, 송영근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

정법률안(2014.11.13. 의안번호 1912454)」, 안홍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

법 일부개정법률안(2014.11.04. 의안번호 1912300)」, 이개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02.16. 의안번호 1914017)」, 이자스

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5.11.20. 의안번호

1917827)」

3. 청원: 이태호의원 외 4인이 소개한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4.12.1. 청원번호 1900155)」,

6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에는 기획재정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부차관, 법

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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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근거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에 제

정되었다. 2005년 이전에도 남북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어 있

었으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빠르게 변화한 남북관계를

규율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남북관계를 규율할 기본법으로서 해

당 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남북관계 발

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합의제 기구로 둔 이유는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법제정 당

시 국회에는 2건의 의원안69)이 발의되어 있었는데, 정문헌의원안에서는

위원회 설치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임채정의원안에서는 통일부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 4명을 국

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두었다. 그런데 국회심사과정에 개최된 공청회

(2014.12.)에서 장명봉진술인은 남북관계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정비율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국민적 합의하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변화와 무

관하게 민족적 이익의 관점에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본 법안

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70) 결

과적으로 임채정의원안을 초안으로 공청회 및 통일부와의 협의과정을 통

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25인으로 늘리면서 국회의장의 추천

위원 수도 7인으로 확대하였다.

69) 임채정의원등 125인이 제안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2004.8.3. 의안번호

170238)」, 정문헌의원등 18인이 제안한 「남북관계기본법안(2004.11.03. 의안번호

170718)」

70) 장명봉,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2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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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라 한다)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민주화운동 관

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정부위원회이다.

주요 업무는 1964년 3월 24일(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사람, 즉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와 그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

원들 중 호선한다.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설치 과정71)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청원에

서 시작한다. 1986년 발족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의문사진상규

명을 요구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이면서 의문사 진상규명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1992년 출범한 ‘전

국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회 연대회의’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입

법청원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8년 12월 여당인 국민회의와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과의문사진상규

명을위한범국민추진위’가 함께 작성한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

및예우등에관한법률안(1998.12.11., 의안번호 151583)」을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법무부, 국가보훈처, 야당 등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되

었다. 그러자 1998년 7월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1998.7.30. 의안번호 151106) 수준72)이라도 합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

71) 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 설치 과정은 이은영, 「정부위원회 조직의 신설과 운영

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

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사례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2～45면을 참조하였다.

72) 이신범의원안은 유신이 선포된 1972년 10월 17일부터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일까지로 대상시기를 좁게 잡되 대상자 범위를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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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국민회의와 관련 단체가 다시 합의절차를 거쳐 1999년 7월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유선호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하였다. 이후 국회에

서 여야, 정부, 단체 간 협의를 통해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안한 대안

(1999.12.17. 의안번호 152497)이 1999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수정하여 제출한 유선호의원안(1999.7.8. 의안번호 152023)과 한나라당

에서 제출한 이신범의원안은 법률적용시기 및 대상, 위원회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소속과 위원구성의 경우 유선호의원

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9명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신범의원안은 대

통령 소속하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선임․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종의결안에서는 위원회의 소속은 유선호의원안처럼 국무총리 산하로

하되 의원구성은 이신범의원안대로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위원 추천․지

명권을 부여하였다. 결국 해당 법은 국민회의안과 한나라당안을 두고 여

야 및 관련 단체가 협상․조정한 결과이며, 이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민

주화보상위원회의 위상과 위원구성방식이 결정되었다.

바.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舊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자문기구이다. 동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당연직위원

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고, 위촉위원은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

받은 자까지 넓게 규정하며 이들에 대하여 서훈, 불이익행위 금지, 생활지원금 및

의료보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상보다는 예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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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73)

이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해당 위원회의 근거법률은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 제정 시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일반자

치, 재정분권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위하여 업무 중복이 지적되던 기

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을 강

화할 목적으로 법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으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개편하였으나, 자치

분권위원회 구성 방식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동일하다.

자치분권위원회의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게 된 것은 해당 위원회 전신

(前身)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부터였다.

통합 당시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사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에도 8건의 관련 의안74) 중 6개의 안건에서 국회의장 추천이나 국회 선

출 등 국회의 실질적인 위원구성권을 규정하고 있었고, 심사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을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대통령과 국회 간 추천비율만 법제

73) 구체적으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이다.

74) 권경석의원등 35인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2008.11.3.

의안번호 1801699)」, 우윤근의원등 16인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2008.12.12. 의안번호 1803019)」, 이명수의원등 16인이 발의한 「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2009.3.31. 의안번호 1804328)」, 박기춘의원등 12인

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2009.6.24. 의안번호 1805268)」,

허태열의원등 63인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2009.6.25. 의

안번호 1805285)」, 차명진의원등 17인이 발의한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2009.8.28. 의안번호 1805798)」, 최인기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지

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2009.10.30. 의안번호 1806409)」, 백재현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2009. 10.30. 의안번

호 18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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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계류 중일 때 여야협의체 논의를 통해 대통령 8인 국회 8인

에서 대통령 6인 국회 10인으로 수정되었을 뿐이다. 추정하건대, 지방분

권은 연방제 논의 등 국가체제의 변화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고 대다수

의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므로 해당 문제에 국회의 개입을 당연히 인

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에서는 재산공개대상인 공직자나 그 이해관

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

고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위원은 공직자윤

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2005년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신설된 위원회이다. 백지신탁제도란 고위공직자가 보유자산에 대한 관

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자인 금융회사에 신탁하고 자산에 대

한 정보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사익을

위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상충

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재산이 공개되는 자는

정무직 공직자보다는 넓고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자보다는 좁은 범위인

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1급이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공직유관단체장 등을 포함한다.

백지신탁제도는 시민단체에서의 논의되는 단계부터 입법화되기까지 약

8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75)되었다. 최초의 공론화된 논의는 2003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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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대가 제출한 백지위임신탁제도 입법청원이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직윤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입법화에

탄력을 받았고, 노무현대통령 당선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행

정개혁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과제로 제시하여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2004년 9월 정부안76)을 제출하였다. 이 정부안이 수정가결

되면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관련 부분은 정부안에서 이미 현행법처럼 국

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동일비율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회심

의과정에서는 위원 자격에 주식관련 금융전문가를 추가하고 임기(2년)조

항을 신설한 것 외에 수정한 내용이 없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비록

인사혁신처 소속 위원회이지만, 백지신탁 심사대상에 행정부 공무원 외

에 국회의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이 포함되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3부가 모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둔 자문위원회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4년에 신설되

었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

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위촉한 1명

이 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

의하여 추천하는 2명,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지역방송 관련 단체

75) 이하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윤태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의 입법화과정에 대한 연구: 2005년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GRI연구

논총』 제12권제3호, 경기연구원 (2010) 126～142면을 참조하였다.

76) 정부제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2004.9.22. 의안번호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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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

명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지역방송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

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위

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의원장이었으며, 5인의 위원 중 2인(위원장 포

함)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

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 2건77)이 국회에 발의된다. 둘 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위원구

성에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장병완의원안은 2

명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면, 신경민의원

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3명을 추천

하도록 한 점이 차이였다.

국회 심사는 주로 장병완의원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쟁점 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치권이 위원회 구성

에 관여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오히려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

었으나 논의 끝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

서 의원안대로 국회추천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정 의견을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여야가 1

명씩 추천하게 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아래 유승희의원의

발언내용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77) 하나는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12.8.29. 의안번호

1901383)」이고, 다른 하나는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

법안(2012.8.28. 의안번호 1901360)」이다. 전자는 현행법령을 개정하는 형식이고,

후자는 지역방송 부분을 분리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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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의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가 같이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다가 정치권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상호 충돌

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더러 발의했던 장병완 의원님의 제정안에도

보면 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국회의장에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추

천권을 주는 이유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대한 비중이랄까 또 그 기능이랄

까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추천 권한을 여기서 넣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기관에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일정한 균형적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권을 개입하느냐 배제하느냐 이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봅니다.78)

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

률」제21조에 따라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자문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는데,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

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

촉한다. 법령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원래 제18대 국회가

78) 제19대 제322회(임시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14.2.26.)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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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 때 당시 한나라당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정하기로 합의한 법률이었다. 합의 배경은 2008

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었다. 협상내용을 둘러싸고 축산농가의 피해, 광

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적되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급기야 촛불 시위까지 일어나자 여야

가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상조약 체결

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정법 제정에 합의한 것이다.

비록 여야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효과적인 통상정책의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고

위헌의 소지가 크며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사항이라며 법제정

에 비판적인 입장79)이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비록 조약의 체결․비준

이 대통령의 권한사항이라 하더라도 헌법 해석 상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

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는 협동행위적 권한으로

볼 수 있는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특히, 경제․사회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약 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

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80)고 판단하였다. 위헌논란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계속 제기되

었으나, 2011년 12월 30일에 신낙균의원 외 87인이 제안한 본회의수정

안81)이 찬성 130인, 반대 29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었다.

법 제정 당시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의원안은 모두 7건82)이었다. 그런

79) 제18대 제282회(임시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2009.4.20.)

44면.

8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제391호) 검토보고, 2008.11.

81) 본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와는 관계없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상관련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위헌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된 통상조약의 국

내법적 효력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82) 이정희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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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송영길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의원안 6건은 모두 국회나 통상교섭본부

의 상급기관인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통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통

상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 통상위원회에 자문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송영길의원안은 외교통

상부 산하에 자문위원회만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통상위원회와 민간자문

위원회의 위원 수와 구성방식은 의원안마다 다양하게 설계되었다. 그러

나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상위원회는 부처와 업무가 중

복될 수 있고 상위의 대외경제장관회의, 하위의 FTA 추진위원회가 있으

므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민간자문위원회만 산업통상자

원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되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도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민간기구에 국회에 준

하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 자료제출권은 부여하지 아니하

고 자문 역할만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2. 국회심사과정에 국회추천권이 추가된 경우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

문위원회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익사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800391)」, 김종률의원등 18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

안( 의안번호 1800111)」, 송영길의원등 24인이 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800941)」, 천정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

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802858)」, 이영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807601)」, 박선영의원등 11인

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안( 의안번호 1810365)」, 김동철의원 외 86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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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6조)하는데, 법률 제7조제3항에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위원들은 등

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조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2000년에 제

정될 때부터 규정되었다. 당초 발의된 박상천의원안83)에서는 공익사업선

정위원회를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

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장 및 시․도의회의장의 추

천권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이 없어 구체적인 논의과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

서 작성한 수정안 심사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의 수정이유를 “공익사업선

정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서술하고 있

다. 좀 더 구체적인 단초는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 공익사업선정위

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84)이다. 법제예산실에서는 민간단체에

관한 전문가가 적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

83) 박상천의원등 15인 외 91인이 제안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1999.10.12. 의

안번호 152152)」

84)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공정성확

보를 위하여 민간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시민운동의 역사가 짧아 민간

단체에 관한 전문가층이 얇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없는 전문가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사항인 만큼 이를

대통령령에 일괄 위임할 것이 아니라 위원을 선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국회사

무처 법제예산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국회사무

처 (1999) 4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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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추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고 정부지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하여 법률로 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해당 법이 관변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고 법제정 후에도 공익지원 사

업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85)은 이러한 우

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결국, 이 법이 관변단체에 대한 지

원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러 국회통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일부 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2015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자문위원회이다.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교육부차관, 문화

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고, 국회의장이 3

명을 추천하며, 그 외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그 외 위원의 선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인성교육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

계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성교육 법제화 논의의 시작은 2013년 국회의원 34명으로 구성된 국

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었다. 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구 중학생의 자살 사건으로 청소년 인성 함양의 중요성이 정치적 이슈

로 부각하였다. 이에 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2014년 5월 당시 국회의장인

정의화의원을 포함하여 102인이 제정법 형태로 「인성교육진흥법안

85) 박영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방

안 연구」, 『NGO연구』 제10권제1호, 한국NGO학회 (2015), 148～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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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6. 의안번호 1910733)」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의 국회심사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위원의 국회추천 부

분은 의원안이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이 아니라 법제

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정의화

의원안에서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인

성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고 위원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인성교육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민간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으

로만 변경되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실시하는 법제사법

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부분이 문제되었다. 법제사

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86)에서는, 인성교육 진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협력해야 하는 책무에 해당하

고 사회 각계ㆍ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반영되어야 하

므로,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국가인성교

육진흥위원회 위원 3명에 대한 국회의장 추천권이 신설되었다.

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자문위원회이다.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

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 위원 수는 25명 이

8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제10733

호) 검토보고서, 201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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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그 외 위

원들로는 국방부차관,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

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장성급) 장교,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

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 국회 해당 상임위

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및 방위사업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있

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 방위사업청장이 3명 이내의 사

람을 추천한다.

「방위사업법」은 200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

위사업청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관련 법령의 내용을 통

합․체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종전에 국

방부 및 국방부조달본부 등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방위사업 관련 각종 위

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이려

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최초 정부안87)에는 방위사업청에 위원장을 방위

사업청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었는데, 방위사업청 추천자

가 3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었을 뿐 국회의 위원추천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논의단계에서 “위원회 기능의 중요성과 민간전문가의 대

표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또

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88)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중 국방

부장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연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국방부 소관으로 변경하면서 방위력개선사업추진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하고 방위사업청

87)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안(2005.8.26. 의안번호 172483)」

88)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방위사업법안(정부제출, 제2483호) 검토보고, 20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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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이 포

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이후 2014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위

원수를 증원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수가 비례적으로

변경되어 오늘날에는 25명의 위원 중 4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

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사업개편계획심의위원회

사업개편계획심의위원회는 2016년에 신설된 자문위원회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부차관, 다른 1명은 민간 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

한 위원이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

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

제전문가 4명, 그 밖에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된다.

최초 이현재의원안89)에서는 원래 위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

천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

당 내용이 추가되었다. 대기업 특혜나 관치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

황에서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회가

위원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비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다

는 정부 측의 반론은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고 정족수를 과반수로

둠으로써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소위원장인 홍영표위

원의 발언은 국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잘 보여준다.

89) 이현재의원등 27인이 제안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2015.7.9. 의안

번호 191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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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홍영표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관치경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야당으로서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명이니까 국회에서

여야 2명씩 추천하든가 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 제

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업 재편을 해야 되겠는데, 진짜 이것이 과

잉공급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어

떤 정보와 이런 것을 저는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이 시비가 생길 겁니다. ‘그것은 어디다가 특

혜를 준 거다’ ‘특혜를 줬다’ ‘아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90)

다만, 여상규위원이 행정부의 법 집행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

천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전날 논의가 끝난 상

황이라 자세히 논증하지는 않았다.

◯여상규 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법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제가 지난번 소위 때 안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기에 국회 상임위

원회의 추천 4명이 왜 들어갔지요?

◯소위원장 홍영표 그건 굉장히 많은 시간 토론을 하다가 합의한 겁니다,

여야 간에.

◯여상규 위원 그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공정성 문제

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가를 정부 차원에서 당연직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부의 법 집행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게 영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예컨대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에서 추천하고

90) 제19대 338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1차(2015.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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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천하고 정부에서 추천하고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순전히 법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 내의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여기에 국회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게 법 전

체의 체계상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내가 그때 없어서, 오랜 시간 토론

해서 만든 제도라니까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마는 좀 그런 의견이

있고요.91)

마.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등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자

문위원회이다.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차관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원양산업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

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당 위원회의 근거법인 「원양산업발전법」은 1957년 지남호 시험조

업 이래 원양 50주년이 된 2007년 제정되었다. 이영호의원안92)은 원양업

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당시

원양어업이 규정된 「수산업법」은 연․근해 어업 위주의 법률이므로 원

양어업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영호의

원안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어업허가,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등 원양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원양산업발전심의회도 그

중 하나였다.

국회추천권은 국회심사과정에서 추가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동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원양어업의 허가

91) 제19대 339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1차(2016.1.25.), 13면.

92) 이영호의원등 51인이 제안한 「원양산업발전법안(2007.6.7. 의안번호 17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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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결정,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등 업계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심의회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절차가 되지 않고 업계의 의견이 진정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10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하고,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의 아닌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차지하도

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93)이 제시되었다. 의원들과 행정

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수정안에서는 의원수를 20명으로 증원하면서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외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가 추천하는 자도 민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의 수를 과반수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수정안은 2007년 7월 3일 본회

의에서 의결되었고, 해당 조항 중 위원회 구성 부분은 변화 없이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

3. 국회에서 실질적 심사 없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국회추천

권이 신설된 경우

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및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

조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

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

93)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전문위원, 원양산업법안(이영호의원 대표발의, 제6784호)

검토보고, 2007.6, 13～14면.



- 68 -

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

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고, 위원장을 제외

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3명(기획재정부차관, 산

업통상자원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또는 해양수산부차관)과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민간위원

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하고, 그 외

에는 농․어업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등

14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전신(前身)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이

다. 이 위원회는 2004년에 설치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소비

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국

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에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가 일부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성엽의원안94)

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안건이 개별적으로 심사되진 않았다.

그러다 2011년 5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 간의 자

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여․야․정 합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

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자유

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조

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관할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

인등 지원위원회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여․야․정 합의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회 내에서 해당

94) 유성엽의원등 10인이 제안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2.7.의안번호 180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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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 2명

을 추천하는 내용이 신설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처럼 FTA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이슈

였다는 점, FTA에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들이 유권자인

지역구의원이 상당수 있다는 점, 이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소 정부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95)이 있었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FTA로 인한 피해대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해당 기관

의 구성에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

하여 통일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를 통일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즉,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을 국회가 추천한다.

근거법인 「북한인권법」에서는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식

도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2016

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무려 11년이나 걸렸다. 한국보다 앞

서 2004년에 미국에서, 2006년에 일본에서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이 마치 좌우를 가르는 이념

적 표징인 것처럼 논의되었고 종북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그 중심에 있어

법제정이 늦어진 것이다96)97). 제17대 국회에서 총 3건의 의원안98)이 발

95)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제6871호)」 검토보고,

2010.2. 7면.

96) 손현진, 『북한인권 관련 법제정비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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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는 4개 법안99)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제

19대 국회에서는 이전에 대안으로 의결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윤상현

의원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법안100)이 발의되었다.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2016년 2월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조정안으로 의결하게 된다.

11건의 법안 중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97) 참고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반 주요논거를 소개하자면, 먼저 찬성측은 인

권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가의 기

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남한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기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측은 북한인권법이라

는 명칭이나 제정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남북한의 상호 체제인정과 존중을 약속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

권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제42권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3), 290～292

면.

98) 황진하의원등 97인이 발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

한 법률안(2005.6.27. 의안번호 172112)」, 김문수의원등 29인이 발의한 「북한인

권법안(2005.8.11. 의안번호 172378)」, 정형근의원등 19인이 발의한 「북한 주민

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07.10.1. 의안번호 177515)」

99) 황우여의원등 23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08.7.4. 의안번호 1800142)」, 황

진하의원등 25인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2008.7.21. 의안번호 1800355)」,

홍일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8.11.11. 의안번호 1801876)」. 윤상현의원등 2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2008.12.26. 의안번호 1803239)」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김동철의원

등 15인이 「북한민생인권법안(2011.6.14. 의안번호 1812228)」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다.

100) 윤상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2.6.1. 의안번호 1900058)」, 황

진하의원등 20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2.6.15. 의안번호 19000152).,

」, 이인제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2.8.20. 의안번호 1901220),

조명철의원등 53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2.9.5. 의안번호 1901585)」」, 정

청래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11.19. 의안번

호 1902660)」심윤조의원등 16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3.3.29. 의안번호

1901337)」, 윤후덕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2013.7.25. 의안번호

1906130)」, 심재권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

안(2013.11.4. 의안번호 1907503)」, 인재근의원등 29인이 발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2013.9.17. 의안번호 1906922)」, 심재권의원등

26인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2014.4.28. 의안번호 1910321)」, 김영우의원등

34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4.11,21, 의안번호 19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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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 안건은 심재권의원안과 정청래의원안을 제외한 9건이다. 이중

국회 추천권을 인정한 안건은 4건(윤후덕의원안, 인재근의원안, 김영우의

원안, 심재권의원안)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위원회 남설 방지 차원에서

이미 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협의회’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을

활용하면 되고 설치하더라도 자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협의회 설치에 부정적인 입

장101)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에서는 북한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사항 등을 심

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행정기관위원회 중 자문위원회로

분류되나, 관할청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사립학

교법」제24조의2제4항)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

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논의는 1996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의 제안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행정부 내에

서도 이견이 존재하여 법제화 과정이 쉽지 않았다. 2007년 국회 의결도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논란 속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해

당 조항 도입과정102)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학분쟁을 소송 전에

1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제6922호) 검토보고, 16～17면.

102) 이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과정은 김보엽,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분석」, 『교육법학연구』 20권1호, 대한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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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결하는 위원회의 설치 제안은 문민정부부터 사립학교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란 목표에서 추진되었으나 사학 측에서 노동관계법 조정제도

를 모델로 하는 것에 반대를 나타내고 법무부에서도 학교나 교육행정기

관은 분쟁조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조정결과가 관계자를 기속하는 것

은 법원 소관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법안 작성이 중지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립학교법」에 임시이사 2년 임기제가 신설하며 임시이사

교체를 위하여 1999년에 교육부 자문기구 형태로 사학분쟁처리위원회를

임의기구로 설치하였으나, 위원회는 3차례만 운영되고 유명무실해졌고

위원회 법제화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참여정부 때에는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 훈령으로 사학분

쟁조정위원회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39호)를 제정하여 자문위원회

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20차례 회

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위원회는 5명의 당연직 공무원위원과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이 위촉한 1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동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여, 2005년 ‘사립

대학 분쟁조정법안’103)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

부에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전문위원 3인 이내)으로 구성된 사학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었다.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행정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되 사무국은 두

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실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제화는 관련 의안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임시이사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상황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이루어진

제37차 「사립학교법」개정(법률 제7802호, 2005.12.29.개정, 2006.7.1.시

행)은 개방이사제 도입, 비리임원 복귀 제한 강화, 임시이사제도 변경 등

(2008)을 참조하였다.

103) 정부제출, 「사립대학 분쟁조정법안(2005.12.09. 의안번호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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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당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이었다. 그러자 당시 야당

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임시이사제를

다시 개정하는 안104)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관치행정을 우려하여

민법 제63조105)를 준용하여 임시이사 선임․해임 권한을 법원으로 이관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후 사립학교법 제․개정 관련 쟁점사항을 둘

러싼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

치106)가 추진되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안과의 연계처리

문제로 지연되다 2007년 7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

날 회기 종료 직전에 해당 내용을 담은 본회의 수정안을 직권 상정하여

표결처리하였다.

여야 합의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임시이사제

를 둘러싼 복잡한 합의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관할청인 교육부에 대

한 불신, 사립학교 측과 진보단체 간 격렬한 의견대립, 정부 내부에서의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치열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사학분쟁조정위

원회를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그중에서

도 대법원장이 가장 큰 추천권을 가지게 된 이유도 사학분쟁의 심각성과

그것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위와 조정

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권을 담당하도록

한 이재오의원안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기형적이거나 미비한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04) 이재오의원등 10인 외 116인이 제안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06.2.24.,

의안번호 173970)」

105) 「민법」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

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06) 합의사항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형오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

다. 김형오의원 외 127인이 제안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07.6.12. 의안

번호 17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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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민주적 정당성

이 약한 대법원장이 가장 큰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이나 행

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비판107)이 있다.

제 3 절 국회추천권이 도입 논의 중인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Ⅰ. 개관

앞에서 현행법에 국회추천권이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위원회 사례를

살펴보았다면, 아래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추천권을 신

설하려는 안건의 발의․제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합의되거나

본격적으로 심사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법이 발의되었다는 사실로 국회

의원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어떠한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가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황을 살

펴볼 때 국회의 위원추천권을 신설하는 의안만 살펴볼 것이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이미 국회가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의 관여는 법적으

로 인정되었고 단지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0월 8일 기준으로 제20대국회

(2016～2020년)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22,102건이다. 6,354건은 가결․대

안폐기․철회 등으로 이미 처리되었고, 15,748건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

이다. 미처리법률안 중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15,291건, 정부가 제출한

107)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안」, 『민주법학』 46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274～280면.



- 75 -

안건이 457건이다. 계류 중인 법안(2019년 10월 8일 기준) 중에서 정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함께 구성에 관여하는 위

원회는 3개, 그 외 국회추천․국회의장 추천․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

천 등의 방식으로 국회가 관여하려는 위원회는 약 20개 정도이다108).

Ⅱ. 의안별 검토

1. 3부(部)가 위원회 구성권을 행사하려는 의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결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처럼 3부(部)가 함께 위원구성권을 가지는 경우는 총 6건(일부개

정법률안 1건, 전부개정법률안 1건, 제정법안 4건)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위원회가 행정기관위원회인 경우는 총 3건109)이다. 사례를 차례로 살펴

보면, 첫째,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2016.8.5.

의안번호 2001454)」은 법무부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시키면서 위원 구성을 법무부장관 임명에서 대통령 임명으

로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이다. 둘째,

홍의락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

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2019.07.23. 의안번호 2021605)」은

108) 안건 수가 아니라 위원회 수이므로, 동일한 정부위원회에 대해 둘 이상의 개정

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정부위원회로 계산하였다. 검찰총장추천위원

회처럼 행정부 내 위원회이지만 행정기관위원회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은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민간기구(언론중재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및 독립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

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등) 역시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109)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구성하자는

내용의 민병두의원등 11인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6.9.23.

의안번호 2002445)」는 국회의 추천권만 인정하는 다른 안건이 훨씬 많은 관계로

뒤에서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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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

면서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2019.4.1. 의안번호 2019497)」은 독립위원회 형태로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11명의 위원 중 국회가 6명, 대법원장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피해자 대표가 3명을 선출하도록 하여 추천권

자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셋째,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6.12.29. 의안번호 2004795)」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농단과 불법·부

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3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2명의 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구성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2. 국회의 추천권을 신설하려는 의안

국회의장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하려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17개로 파악된다. 이 중 두 개 이상의 의안이 발의되어 있

는 위원회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 「사회보장기본

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근

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의 정책기조

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들110)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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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예컨대 최저임금위

원회의 소속, 각 위원구성비율, 국회추천권을 적용받는 공익위원의 수, 국

회추천권 행사방식 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구성방식 부분은 국회

추천, 국회의장 추천, 교섭단체 추천, 여야를 구분하여 추천,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 등 매우 다양하게 설계하고 있다.

둘째,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

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그 외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다. 민간위원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사회보장 전문가, 변호사 중에

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정부위원 또는 대통령

이 위촉하는 자이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의 개입을 인정하려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111)이 발의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례처럼 국회가 구성권을 가

지는 위원 수나 추천 방식은 각 개정안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

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세분화

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단체 추천자 3명, 근로자 대표로서 노동조

110) 강효상의원안(2019.1.18. 의안번호 2018257) 송언석의원안(2018.9.11. 의안번호

2015435), 정진석의원안(2018.7.3. 의안번호 2014204), 이현재의원안(2018.8.10. 의

안번호 2014836]) , 임이자의원안(2019.2.19. 의안번호 2018696), 김학용의원안

(2018.8.10., 의안번호 2014825), 박광온의원안(2017.8.3. 의안번호 2008377), 한정애

의원안(2016.8.4. 의안번호 2001406), 민병두의원안(2016.9.23. 의안번호 2002445),

소병훈의원안(2016.7.27. 의안번호 2001230), 신창현의원안(2019.2.27. 의안번호

2018877.)

111) 권미혁의원안(2016.8.30. 의안번호 2001951), 전혜숙의원안(2017.11.15. 의안번호

2010183), 남인순의원안(2018.11.26. 의안번호 2016800), 김명연의원안(2019.3.14.

의안번호 20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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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추천자 3명, 지역가입자 대표자 6명(농어업인

단체 추천 2명, 자영자 관련 단체 2명,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2명), 관

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위원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기에 정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 국회 또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112)이 발의되어 있다.

넷째, 통일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추천권을 도입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113)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

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8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또는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적어도 3명 이상 국무총

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섯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

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이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국회 또는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가 일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 2건114)이 발의되

어 있다.

112) 이명수의원안(2019.3.29. 의안번호 2019477), 권미혁의원안(2017.1.12. 의안번호

2005058), 남인순의원안(2018.11.26. 의안번호 2016806)

113) 신경민의원안(2017.12.8. 의안번호 2010718), 정양석의원안(2017.10.12. 의안번호

2009855), 김학용의원안(2019.3.13. 의안번호 2019164]), 이수혁의원안(2019.6.14. 의

안번호 2020981), 박명재의원안(2019.5.9. 의안번호 2020249)

114) 남인순의원안(2018.11.26. 의안번호 2016805),, 전혜숙의원안(2017.11.15. 의안번

호 20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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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정부위원회 구성에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려는 의안은 아래와

같다.

[표 3-2] 행정기관위원회 구성에 국회추천권 신설하는 의안

(2019.10.8.기준)

의안명
대표발

의자
위원회명

발의

일자
개정 내용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경찰위원회

2016-

11-15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추천
국가교육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2019-

03-25
국회가추천하는 8명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개정

법률안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

회(신설)

2018-

11-27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2017-

08-31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의 추천권(7

인)을 신설

미디어교육지

원법안

신경민

의원

미디어교육위

원회(신설)

2018-

05-18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가 각 2인씩

추천하는 사람 4명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

국방인력심의

위원회(신설)

2016-

08-18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안

김동철

의원

국립공원위원

회

2018-

10-05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 추천 4명

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

의원

재정전략위원

회(신설)

2019-

05-23

대통령 소속

국회의장 추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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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안정보시스템에 각 의안을 검색하여 정리

제 4 절 소결

이상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위원회 및 행정기관위원회에 대

한 국회추천권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58개이며, 이 중 국회, 국회의장 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에 관여하는 위원회는 18개로 전체의 약

3.2%에 해당한다. 한편, 2019년 10월 8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안건들을 분석한 결과 국회추천권을 도입하려는 행정기관위원

회는 약 20개로,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

용위원회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용․복지 분야의 위원회에 국회

추천권을 신설하려는 법률안이 2개 이상 발의되어 있었다.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추천권 조항이 신설되는 과정에 따라 분류해보

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최초 의안단계부터 국회추천권

의안명
대표발

의자
위원회명

발의

일자
개정 내용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김정우

의원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2016-

10-21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홍의락

의원
전기위원회

2017-

06-19

위원 4명 국회에서

추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2018-

01-22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

한국광업공단

법안

홍영표

의원

해외자산관리

위원회(신설)

2018-

11-13

국회 상임위원회에

서 추천하는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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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였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최초 의안에는 국

회추천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국

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되었다. 농․어업인 지원위원회, 북한인권증진자문

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이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심

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회 심사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위원에 대

한 국회추천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다. 마지

막 4개 위원회의 경우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근거 법이 제․개정되어

자세한 논의과정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다른 두 경우에 해

당하는 14개 위원회 중에서도 국회추천권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한 위원

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에 불과했다. 아마도 이는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의 국회추천권에 대한 관

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별한 쟁점으로 판단하지 않았거나 입법정책적

문제로만 파악한 결과로 해석된다. 해당 사안이 입법자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국회추천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없는 이유

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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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의 분석

제 1 절 서설

제2장에서 우리는 권력분립이 고정불변한 국가조직원리가 아니라 시대

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주권

이 보편화된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이 국가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 다양

해지면서 전통적인 국가․사회 혹은 입법․행정․사법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고 권력분립의 주체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의 새로운 권력

분립은 다층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권력보유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권력

의 집중과 억제를 막고 국가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치구조 및 행정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권력분립에 대한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분립의 개념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할뿐

더러 국가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각 국가기능의 경계를 명확

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후적인 위헌심사 단계가 아니라 입법

자가 법률로 국가조직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구

분하는 일은 더욱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권력분

립의 본질이자 헌법적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억제 및 국가업

무의 효율적 배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분립의 시각에서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행정기관위원회 위

원에 대한 국회추천권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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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총체적인 헌법질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상 행정부 조

직 구성원에 대한 국회추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권력분립원

리는 중립적 원리로서 헌법 내에서 구체화되므로,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해당 국가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규정을 통해 국회추천권 제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위원회 차원의 분석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행정기

관위원회는 복지국가․행정국가로 행정부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에서 합의제 조직으로서 행정부 내부의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국회추천권을 인정한

행정기관위원회들은 다른 위원회들보다 권력 통제의 필요가 큰 위원회여

야 한다. 국회추천권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

로 교섭단체의 협의과정을 통해 추천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내 위원 구성

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며, 오늘날 정당국가화 현상과 맞물려 국회추천

권은 정책결정 과정에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추천권이 인정된 행정기관위원회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현재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 차원은 특정 위원회에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와 관련된다. 앞서 보았듯 오늘날

권력구조는 매우 다층적이다.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입법

부’가 행정부 내 기관에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에서 논의를 그쳐서는

안 된다. 입법부 내에서도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 및 층

위가 존재하므로 어떻게 제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임명주체, 교섭단체 명시 여부 등 추천

권의 구체적인 부여방식을 기준으로 위원회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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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헌법질서와 국회추천권 제도

행정기관위원회의 국회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 헌법질서 속에서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국회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리는 헌법 내에서 비로소 구

체적인 형태를 갖추는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국가행위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권력분립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규범에 의하여 1차적

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115) 헌법은 국민들의 합의로서 해당 국가

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지고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헌법규정 검토는 필수적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내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추천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제2항제2절의 공무원 임명권 조항

은 권력분립의 핵심116)으로, 상위직 공무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

고 하위직 공무원은 임명권을 법률로 대통령, 법원 또는 장관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7) 연방대법원은 Buckley v. Valeo 판결118)에

서 위원 8인(이 중 임명직은 6명) 중 2인은 상원 임시의장이, 2인은 하원

의장이 임명하도록 한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구성방식은 위 헌법 제2조제2항제2절 임명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

115) 한수웅, 앞의 책, 246～247면.

116) Common Legislative Encroachments on Executive Branch Authority, 13

Opinions of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248 (1989), 248면.

117) Section 2. …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

118) Buckley v. Valeo, 424 U.S. 1 (1976). 해당 판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치기

부금(political contribution) 및 지출(expenditure) 제한 등 선거자금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으나 여기서는 주제와 관련된 연방선

거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만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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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해당 위원회가 의회 고유의 위원회에 의회가 위임할 수 있는

권한과 동일한 범주에 있는 조사와 정보제공적(investigate and

informative)인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헌법의 임명조항이 적용되는데 해당 조항에서 국회가 공무

원 임명권을 주는 대상에 하원의장이나 상원임시의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회 구성원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들은 상원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위직 공무원이나 법률로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임명권이 부여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명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인

정할 수 없다는 것119)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헌법은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관위

원회의 국회추천권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120)

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121)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의 각료 겸직이 헌법 및 「국회법」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고 현

실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은 국회의 행정부 인사권 관여범위를 보다 넓

게 인정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대통령․대법

원장이 함께 구성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도 국회추천권의 논거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구성 방식이 대통령에게 편중된 방식이라는 비

판122)도 있으나, 최고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에 실정법상 입법부,

119) Buckley v. Valeo, 424 U.S. 1, 5 (1976).

120)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제66조), 사

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고 규정하고 있다.

121)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것들은 대통령의 법

률안 제출권(제52조), 국무총리(제86조) 및 국무회의(제88조), 국무위원의 국회 출

석 발언권 및 국회의 이들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권(제62조), 국회의 국무총

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제63조), 부서제도(제82조) 등이 있다.

122)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여 있고, 대

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

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법원장 지명권의 경우 대법원장은 선거를 거치지 않아 민

주적 대표성이 없기에 국가기관 구성권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설사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인사구성권을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장 1인에게 지명권을 주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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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사법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 행정기관위원회는 대부분 위 헌

법 조문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행정기관위원회 구성에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을 인정

한 바 있다. 2015년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11.26. 2012헌바300)123)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

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구성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124) 해당 결정은 국회보다는 대법원장의 추천권

이 문제된 사항이나 행정기관위원회 구성에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에

대하여 권력분립여부를 판단한 유일한 결정이다.125)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

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123) 헌재 205.11.26. 2012헌바200, 판례집 27-2하, 144, 155면.

124) 해당 결정에서는 위원회 설치․기능 및 정상화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

거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도 논의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위원회 설

치․기능 및 구성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지와 관련한 내용만 발췌하

여 요약․정리하였다.

125) 특정 주제인 권력분립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건수나 구체적인 내용을 분류

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나 별도의 분석자료는 찾지 못하였고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에서 “권력분립”으로 검색하

여 나온 338건의 결정례를 확인한 결과이다. 정부위원회 사례는 아니지만 한나라

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에서도 본질적으

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떄 특별검

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는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

한 것이나 다름없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장의 인사권 아

래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원칙에 어긋

나고,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를 부과하여, 정치집단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소지를 만드는

것은 분쟁 해결을 통한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에 기여함을 본연의 업무로 하

는 사법부의 기능을 저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

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률 위헌확인(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 87 -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

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제86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11

조 제4항),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제111조 제3항, 제

114조 제2항).”라고 판시하여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하는

조정위원회는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하였다.

제 3 절 국회추천권이 인정된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Ⅰ.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검토의 필요성

제3장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추천권이 부여된 배경을 각 위원회

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부분 법안의 입법취지나 검토보고서

에서 위원구성의 공정성 및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만 제시하

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역방

송발전위원회,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정도로 매우 드물었다. 정치적 타

협의 결과로 국회추천권이 신설된 경우에는 국회추천권이 신설된 취지조

차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또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

에서 국회의장 추천권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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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의제 하에서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국회가 법률로 의결했다

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국회추천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권 역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추천권

을 단순히 입법정책 사안으로만 파악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

시 권력분립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정보 부족 등으로 위원 구성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익형량까지 하기는 어렵더라

도 해당 위원회에 국회추천권이 신설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이유는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행정기관위원회의 지위나 권한

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추천권은 국회가 행정부 내 기관 구성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보다 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국회추

천권은 권력 통제의 필요가 큰 행정기관위원회에 인정될 여지가 큰데,

그런 위원회에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거나 전형적

인 집행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해당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원회의 지위나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기준

들로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 18개를 분류하고 실제로 위

원회의 법적인 지위가 국회추천권 도입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다.

Ⅱ. 법적 근거 및 소속기관

1. 위원회 설치근거

국가기관은 설치근거를 기준으로 크게 헌법기관, 법률상 기관, 하위법

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기관위원회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기관위원회법」이 존재하나, 개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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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18개의

위원회는 모두 법률에 위원회 설치근거와 국회추천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위원회가 모두 법률상 기관임은 사실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발할 수 있다(제75조)고 규정하였으므로, 법률의 구체

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설치되는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률 집

행을 위한 조직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위

원회에 대하여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권을 정부에 부여한 헌

법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통령령에만 위원회 근

거가 있을 경우 국회추천권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

에 설치하는 행정기관위원회에 추천권의 형식으로 입법부의 인사권을 일

부 인정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

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권한을 국회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

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행

정부가 자신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위원회 소속기관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소속기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통

령 소속 2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1개

(민주화보상위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는 각 부처 소관이다.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중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는 위원회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관이 19개 중 2개(10.5%), 국무총리 소관이 56개 중 1개(1.8%),

부처 소관이 483개 중 15개(3.1%)이다. 대통령 소관 위원회의 국회추천

권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작고

국무총리 소관보다 부처 소관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소관 기관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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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고 하여 국회추천권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다.

위원회 소속 부처도 행정안전부 1개(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인사혁신처

1개(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통일부 2개(남북관계발전위원회, 북한인권

증진위원회), 교육부 2개(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개(지역방송발전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2개(사업재편

계획심의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국방부 2개(군인복무정책심의

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금융위원회 1개(공적자금관리위원회), 농림

축산식품부 1개(농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 2개(어업인등 지원위

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로 특정 부처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소속기관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국회추천권

신설 여부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126)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 무소속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위원회의 경우는

주목할 만하다. 독립 위원회로 설치하려는 이유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성

및 업무의 중립성이 강하게 보장하기 위함으로, 해당 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하는 전형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독립

위원회에 대한 위헌논란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행정부에 설립하더라도

국회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쉬운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前身)인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직무의 독립

성을 고려하여 국회추천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행정기관위원회 중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

원회 신설 논의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126)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안 중 이찬열의원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에

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면서 국회추천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때의

국회추천권 도입은 위상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권이란 헌법적

권한에 대한 제한이므로 헌법기관처럼 국회, 행정부, 대법원장이 함께 위원구성권

을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한편, 이에 대해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는 점과 사면에 대한 정치

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대통령

의 권한 행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제

1454호) 검토보고, 201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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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중대성이나 이전에 해당 업무의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독립 무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안까지 주

장하였다. 그러나 별도 기구를 설치하면 각 부처의 정책과 중복될 우려

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강력한 집

행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보

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형태가 적합한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감독대상기관이 감독기관을

겸하게 되어 견제의 원리는 훼손된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부

내에 두되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3부가

동일 비율씩 행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Ⅲ.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구분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18개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분은 국회추천

권 신설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행정위원회 중 국회추천권이 신

설된 위원회는 2개(개인정보위원회와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불과하다. 전

체 행정위원회 중 국회추천권을 가진 행정위원회의 비율이 5.4%(37개

중 2개)로 자문위원회의 3.1%(521개 중 16개)보다 높게 나타나긴 하나

절대적인 비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국회추천권을 신설하는 유의미한 기준

으로 보기 어렵다. 각 위원회의 국회추천권 신설 당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추천권을 인정할 때 해당 위

원회가 행정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법안심사과정에서 행정기관위원회의 위상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회추천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한 경우가 많은데, 실정법상 구

분이 조항 신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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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행정기관위원회법」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에서 행정위원회를 준입법적 기능 및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위원

회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 상으로만 판단하자면, 행정위원회에 국회추천

권을 인정할 여지가 더욱 커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위원회 여부가 국회

추천권 신설 시 유의미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위원회․자문

위원회 유형 분류가 현실의 위원회의 위상이나 법적 권한 등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Ⅳ. 위원회 법적 권한

앞서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구분은 문언 상으로는 위원회의 권한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분류는 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행정기관위원회의 권한을 파악하는 다른 방법은 개별

근거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한을 살펴보는 것이다..127) 특히 의결기

구인지 단순한 자문기구인지는 위원회 권한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 4개 위원회는

모두 단순한 심의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구로 볼 수 있다. 개

인정보 보호위원회128)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

127) 보다 정확하게 위원회의 권한을 파악하는 방법은 실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대상이 18개 위원회로 많은 편이고 행정기관위원회는 중앙행

정기관과 달리 운영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운영되는 양상은 기

관 내부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여기

서는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기로 한다.

128) 「개인정보보호법」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12. (생략)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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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관에 정책 등의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민주화보상위원회129)는

법 적용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결정하고, 주식백지신탁위원회130)는 주

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한다. 또한 세 위원회 모두 관련자들로부

터 의견청취를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131)는 학교 임시이사 선임․해임 및 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청은 그 심의결

과를 따라야 하여 실질적으로 의결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사학분

쟁조정위원회는 의견제출 등의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2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민주화운동관련

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

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

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

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

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30)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

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31) 「사립학교법」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

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생략)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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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부만 국회추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보다 복잡하다. 공익사

업선정위원회132)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공익사업유

형 내에서 지원받을 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133)는 자

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의

결기구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134)와 북한

13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

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

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후단 생략)

13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2. (생략)

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원

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

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

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의 설치) ①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

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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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자문위원회135)는 위원회 명칭에서 드러나듯 자문기구이다.

그 외 위원회들은 의결이나 자문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심의조정이나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 가

지 참고할 점은 법에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나 의견청취 조항을

두고 있는지 여부인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해

당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령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군인복무정책심의위

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

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나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법령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해당 위원회가 의결기구인지 아니면 심의기구나 자문기구인지 여부만

으로는 바로 국회 개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강할

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커지므로 견

제의 필요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추천권이 인정

되는 행정기관위원회들 사이에서도 법적 권한이 의결부터 자문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학분쟁자문위원회처럼 법과 현실이 괴리되

는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 권한을 둘러싼 혼란은 정부위원회의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과 연계되어 있

으므로, 향후 정부위원회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Ⅴ. 위원회 업무분야

소속 부처가 다양한 점에서 추정할 수 있듯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

정기관위원회들의 업무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기본권 관련성이 높은 업무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정책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많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135) 「북한인권법」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

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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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추천권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보다 활발히 진행된 편이다. 전자의 사

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군대 내

인권침해 사태가 배경이 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사태로 논

의가 진행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사례로는

대부분 국회 밖에서 논의가 진행되다 여야 간 타협의 산물로 근거법이

제정된 위원회들을 들 수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

원회가 여기 해당한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두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위에 언

급된 위원회들의 업무는 전통적인 법집행기능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헌법

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남용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여야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다른 권력주체의 통제 수단을 확보한다거나 국

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개입을 인정할 여지가 커진다. 즉, 지방자치 인권 개인정보보호 등 헌법

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 내지 권리를 보호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사학분쟁․통상교섭 등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

여 정책 형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큰 위원회, 공

적자금관리 등 당대의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정책 영역을 다루는 위원

회 등은 위원 선임에서 국회추천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

다.136)

한편,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상당수가 복지 분야인 점은, 최

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복지이고 그 분야에서 집행부가 비

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보다 공정한 정책결정․집행을 원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추천권을 신설하려는 정부위원회로

서 2건 이상의 의안이 발의․제출되어 있는 위원회로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

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통일부 소속 남북교류협력

1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

원 대표발의, 제19200호;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19688호) 검토보고, 2019.7.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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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협의회가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제외한 4개 위원회는

모두 기초생활, 사회보장 등 복지 분야와 관련된다.

Ⅵ. 민간위원회 여부

마지막으로 조직구조 측면에서 민간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로 구

분할 수 있다. 위원이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회는 3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 4개 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두 민간자문위원

회(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다. 공익사업선

정위원회를 제외한 6개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이나 구성방식에 따라 당연

히 도출되는 결과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행정부가 이미 기준을 제

시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기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2개 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는 위원회로는 국가인

성교육진흥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로

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장

을 두는 이유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위원회 여부는 사실 이 기준만으로는 권력분립의 목적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민간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간전

문가들로 구성되므로 견제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처가 참여하여 서로 견제하는 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을 실질적으로

한 부처에서 임명하므로 오히려 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위원회 여부는 위원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위원회의

법적 권한, 업무 영역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원회에 요구되는 권력분립

의 수준 및 국회추천권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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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회추천권 부여의 방식

Ⅰ. 추천권 행사주체

1. 3부(部)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지 여부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추천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나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처럼 국회, 행정부, 대법원장이 함께 위원

구성권을 행사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사법부의 추천권은 인정하지 않

고 입법부의 추천권만 인정하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18개 위원회 중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함께 위원구성을 하

는 정부위원회는 총 4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다. 나머지 14개 위원회는 입

법부만 추천권을 가졌다.

4개 위원회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적용대상에 국회나 법원

을 포함하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나 임시이사 선임 등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관할청을 기속하는 사학분쟁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성

격 상 입법부나 사법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 독립 무소속 위원회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대통령 소속으로 두되 인

적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설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경우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 간 위원회 구성

에서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회의록이나 당초 그렇게 규정한 이

신범의원안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국회추천권을 인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민주화보상위원회 이전에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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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1990년 법제정)나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0년 법제정)는 민간위원 전부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형식이라 이들과 달리 규정한 사유는 불명확하다. 또한 2019년 현재에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

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이 독립 위원회 형태의 위원회에서는 국회추

천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부마민주항쟁이나 노근리사건 등 과거사 관련

국무총리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중 민주화보상위원회 외 다른 위원회들은

국회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계적으로 위원 수를 동일 비율로 나누어 추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오히려 중립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권력분립의 구조가 집권당․정부 대 야당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식은 오

히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설사 3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1인에게 지명권을 부여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방식의 위원구성 방식은 권력분

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회 내 추천주체의 차이

국회추천권을 국회,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 부여하

는지도 행정기관위원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 위

원회는 총 3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이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위원회는 공익사업선정

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자

치분권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로 총 7개이

다. 마지막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우는 8개로 방위사

업추진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원양산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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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의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통상교섭민

간자문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추천권 자체를 신설할지 여부는 몇 개 위원회에서라도 논의가 있

는 편이나, 국회추천권을 인정할 때 추천주체를 어디로 규정할지는 논의

된 바가 전혀 없고 일관된 기준도 찾기 어렵다. 예컨대 3부가 함께 위원

구성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국

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화보상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 추천주체가 국회,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

르게 규정될 경우 국회에서 다른 처리절차를 거친다. 법령에서 국회를

추천주체로 규정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소관 상임위원회면 소관 상

임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국회의장으로 규정하면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의장결재로 진행한다. 국회에서 의결이란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위한 합

의를 거치는 것이기에 의장결재를 하는 경우와는 대외적인 정당성의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이란 민

주적 정당성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될 때 유리하며 적은

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처럼 추천권 주체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회의 위원추천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넘어 어떠한 방식으로 국회가 관

여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다.

3. 시민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의 추천권 인정 여부

국회 외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추천권 여부도 국회추천권

신설시 주의 깊게 고려할 대상이다.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단체

나 이익단체의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추천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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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

체에서 위원 8명을 추천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역방송 관

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권력주체들의 위원구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해당 위원회를 재설치할 당

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폐지되기 전 공적자금위원회의 방식을 가능한 유지하자는 의견부터 정당

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잦은 사임이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 인

사추천권보다는 국회 보고 등 다른 방식이 더 실효성 있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결국 여러 기관․단체에 추천권을 부

여하여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어느 기관․단체

에 줄지도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되었는데, 국회가 경제전문가 2명을 추

천하고 그 외 위원을 추천할 관련 단체로서 법원행정처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을 법에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때 추천권을 부여받은 권력주체의 수보다 그들이 실질적으

로 견제와 균형이 발현되는 형태로 기관을 구성할 요인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추천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시민단체의 수가 많더라도

특정 사회세력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거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 추천권을 신설하여 구성원

간 견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교섭단체의 역할 명시 여부

새로운 시대환경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의 양상은 다층적이고 다원적

인 성격을 가진다. 특히나 정당이 발전하면서 입법부를 집행부를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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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통일된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추천

권도 단순히 추천주체를 국회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의 추

천비율이나 교섭단체와의 협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례가 등장

하고 있다.

국회추천권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

의 사례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방송위원회와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기관이다. 위원은 총 5명

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

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가 1인을 추

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야당)가 2인을 추천한다.

해당 여야간 인원 배분 부분은 정부안이나 안상수의원안137)에 없었으

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이다. 개정 당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

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국회 논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

우나, 해당 의안들의 검토보고나 관련 연구들138)을 통해 위원 구성을 왜

그렇게 규정하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

위원회139)가 아닌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방송이 정권에

137) 2008년 1월 안상수의원등 130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안(2018.1.21. 의안번호 178089)」

138)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계경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외법논집』 33권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지성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행정기구개편과정의 회고와 전망」, 『성균관법

학』 제20권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권일, 「방송통신위원회의

_헌법상_지위」, 『유럽헌법연구』 제4호, 유럽헌법학회 (2008); 고민수, 「독립행

정위원회의 헌법적 정당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쇄본 (2005) 등을 참조하였다.

139)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무소속 독립기구로, 위원은 9명으로 대

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되었다. 1981년

설립 당시에는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

원장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하였으나, 2000년 법 개정 시 3부 추천 방식이 일응

공정해 보이나 실상 지나치게 집권당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는 비판에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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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

하고 보다 쉽게 여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위원 5명 중 3인 이상

은 동일 정당에 소속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후단을 추

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대통령 및 여당 측 3명, 야당 측 2

명으로 구성하게 하여 정책결정에서 최소한의 이념적 균형을 맞추기 위

한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의 추천비율이나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한 행정기관위원회

사례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할 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신경민의원안과 장병완의원

안 모두 국회추천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위원은 해당 조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정치권이 개입하면 방송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

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섭단체와 협의조항을 두어 여야가 고루 인사

에 참여할 수 있고 고사위기인 지역방송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

이 힘을 얻어 해당 위원회에 국회추천권이 신설되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0명 위원 전원이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되

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

체가 50%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여야 합의안의 구체적

인 논의과정은 알 수 없으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회가 실질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면서 각 교섭단체의

추천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지만, 추천인원 수를 두고 여야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회추천권을 구체적으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추천(6명)과 대통령 선임(3명)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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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 밖의 조문의 구체화 정도

1. 국회추천 인원수

대부분의 행정기관위원회가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수를 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통상교섭민간자

문위원회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그

나마 시행령에서 2인 이내로 추천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두 위원회

는 심지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

고 있다. 정부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국가기관 간 합리적인 권한배분과 관

련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인원수를 법에 두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비

추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2. 자격요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두는지 여부도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식백지신탁위

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농․어업인 지원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으로 모든 위원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남

북관계발전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 역시 모든 위원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업재편

계획심의위원회는 경제전문가 중에서 국회가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에 반해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방위사

업추진위원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통상교섭민

간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법에서 국회추천 위원에 대한 어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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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요건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논의할 때 정부 측이 지적

하였듯이 국회의 추천이 자칫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 비전문가들

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위원회가 설치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회가 인사권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

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추천권을 두는 사유

나 다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자격을 일

일이 법률에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무국 등 지원조직

사무국, 전문위원 등 지원조직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

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나 사

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령에 지원조직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내용에 대

하여 특별히 심사된 바 없어 사무조직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행정부

에서 지원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지만, 한시적

인 조직이 아니고 운영인력이나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기 위하여 사무

조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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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이상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질서 속에서 국회추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현재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18개 행정기관위원회를

여러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엄격한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고 연방헌법 제2조제2항제

2절에서 상위직 공무원은 상원의 동의를, 하위직 공무원은 국회가 법률

로 대통령, 법원, 또는 장관에 임명권을 부여한다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Buckley v. Valeo 판결에서 상원 임시의장

과 하원의장이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달리 국회의원의 각료겸직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헌

법기관 구성 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기관위원회의 국회추천권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다음, 국회추천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력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추천권 도입의 인정 기준으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정법상의 기준인 소속기관이나 행정위원회․자

문위원회 구분은 유의미한 기준이 아니었고, 위원회의 권한범위나 조직

구조는 정부위원회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이 아직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과 연계되어 더욱더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려

웠다. 다만, 한 가지 유의미한 점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 내지 권리를 보호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당대의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정책영역을 다루

는 위원회 등 전통적인 법집행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위원회에

국회의 개입을 인정할 여지가 크게 나타난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추천권을 부여한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본 결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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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권 임명주체나 교섭단체와의 협력여부 명시 등 권력분립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내용들이 도입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고 결정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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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정리 및 결론

1. 많은 국가들이 현대의 복잡다변화한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행정결정

과정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단임 계층 조직에서 벗

어난 위원회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해들이 분출되고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행정부 소속 위원회가 정부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과기관

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

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위원 선임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은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위원추천권을 통해 행정기관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제고하

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총 558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18개

의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연원과 심사과정을 국회 회의록 및 선행

연구들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변용된 권력분립 특징을 고려

하여 이 위원회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실에서 기관구성 시 나타나는 권력

분립 구현방식을 살펴보고 국가권한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2. 제2장에서는 분석의 이론적 기초로서 권력분립원리에 대해 살펴보

았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배경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대항하면서 탄생한 역사적인 원리로서 자유

주의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가졌다. 로크가 주창하고 몽테스키외가 계

승․발전시킨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이후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어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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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조직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채택된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세기 이후 국민주권 확립, 다양한 정치권력의 등장 등으로 정치현실이

변함에 따라 고전적 권력분립주의는 현대사회에선 합리적인 기능적 권력

분립으로 변용되었다. 기능적 권력분립론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가지

기본적인 국가기능이 기본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기능적인 협

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기능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통치

권 행사가 ‘협동’과 ‘통제’ 아래에서 조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중점140)을 둔다. 21세기 오늘날에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더욱 진전되

고 다원적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권력분립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분석

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다양한 권력보유주체들이 국가와 사회, 초국가적

기관 등 여러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권력분립에 대하여 보다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권력분립론을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권력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권력분립

의 본질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각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및

조직의 인적구성이나 처리 절차 등에 비추어 국가의 과제와 기능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기관(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거나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도 포함)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기능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권력

분립의 헌법적 기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국가과제들을 어

떠한 국가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 권력분립의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므로,141) 대상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3.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140) 강재규, 앞의 글, 284면.

141) 장영수, 「현행헌법상 권력분립의 기본체계」, 『법학논집』 제31권, 고려대학

교 법학연구원 (199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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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18개 행정기관위원회의 현황 및 국회추천

권 신설 당시의 논의과정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질서

에서 국회추천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위원회 및 국회추천

권의 구체적인 부여 방식을 다양한 기준들로 분류하여 권력분립원리 차

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국회추천권 인정 기준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위원회의 법적 지

위나 권한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다. 권력분립원리 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높이 요구되는

경우 행정기관위원회 내 견제장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위원회의 법적 위상이나 권한이 국회추천권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작

용해야 하나, 소속 부처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행정위원회․자

문위원회 구분 등은 유의미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위원회의 소속기관은 대통령 소속 2개(개인정

보보호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1개(민주화보상위원회)이

고 나머지 15개 위원회는 부처 소속이었는데 특정 부처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다. 둘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구분의 경우 행정위

원회가 전체 위원회 37개 중 2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

회), 자문위원회가 521개 중 16개로 나타났다. 행정위원회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행정위원회의 절대적인 수치가 적은 편이라 유의미한 기

준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의결기구인지 심의․자문기구인지 여부도 다

양하게 나타났다. 3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 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

회, 민주화보상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식백지신탁위원회)들은 의

결기구로 나타났으나 그 외 위원회들은 분명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지 않

았으며 자료요구권이나 의견청취 등의 조항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원

회 권한을 둘러싼 혼란은 정부위원회의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대한 이

론적․실무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정부위원회

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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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위원회 업무분야이다. 특정 분야에 편중되

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 인권 개인정보보호 등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의 핵심적인 제도 내지 권리를 보호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나 사학분쟁․

통상교섭 등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많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위원 선임에서 국회의 관여가 허용될 여지가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설명 가능

한데, 위에 언급된 위원회들은 위원회들의 업무는 전통적인 법집행기능

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남용을 보다 강

하게 규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권력주체의 통제 수단을

확보한다거나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개입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4. 다음, 국회추천권을 부여한 방식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다.

오늘날 권력분립은 기관 간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며, 시민단체․이

익단체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정당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대두하는

최근 정치현실에서 권력분립 구현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

회추천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추천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차이를 더욱 세분화하면, 입법

부․사법부․행정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지 여부, 국회 내에서 추천

권자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 위원회는 4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고, 나머지 14개 위원회는 입법부

의 위원추천권만 인정한다. 3부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는 논의 당

시 법 적용대상이나 위원회 직무 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

원회는 다른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위원회와 달리 국회추천권을 인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기계적으로 위원 수를 동일 비율로 나

누어 추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오히려 위원회의 중립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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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력분립원리를 제한하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째, 국회추천권을 국회,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 부여

하는지도 행정기관위원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3부 구성과는 달리 해당

기준은 심사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려

웠다. 위원회 추천주체가 다르게 규정될 경우 국회에서 다른 처리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국회가 관여하게 할지에 대해

서도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추천권 여부도 국회추천권 분석

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추천권을 부여받은 권력주체의

수보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발현되는 형태로 기관을 구성

할 요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추천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시민

단체의 수가 많더라도 특정 사회세력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거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교섭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지

역방송발전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교섭단체의 추천비율이나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야당이 원

칙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 내 여당은 정부와 공화․협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기율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러한 경향은 더

욱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규정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

의를 거칠 수밖에 없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견제장치를 법

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5. 지금까지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를 여러 측면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고려하여 분석해보았다. 권력분립원리가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18개 위원회 간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특별한 기준 없이 개별적인 논의과

정에서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커 추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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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선정 방식이나 인정 사유도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다. 행정기관위원회

에 국회의 위원추천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조직 내 권력분립을 구현하는

방식과 관련된 헌법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권력분립의 본질인 권력의 합

리화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

가 도입․운영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회의 위원추천권을 인정할지 여

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국회가 관여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위원

회의 위상과 권한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6. 이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현황조

차 파악되지 않았던 행정기관위원회의 국회추천권을 조사하고 권력분립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국회추천권 인정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원회별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체계적인

기준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행정기관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보다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권력분립 구현 양태를 자

세히 분석․평가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남는다. 다만, 이 논문은 새로

운 시대상황에서 등장한 전통적이지 않은 조직 구성방식을 권력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권력분립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융통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등장하는 권력집중

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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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commendation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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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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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ittee is a consensus system that consists of multiple people

who make collective decisions. As social issues become more complex

and people's demands for democratic governance increase, various

types of committees in the government are established to coordinate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s by engaging many experts and citizens

in the policy process. In Korea, the government committee system

was activated as diverse interests emerged from the rapid changes of

Korean civil society since the 1990s. According to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19), the number of government committees set

up and operated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558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 120 -

In order to fulfill its role as a consensus institution that does not

remain a transit institution that justifies government policies,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ppointing committee members should be

secured. This is because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committee depends on how it is organized.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move to enhance the fairness and representa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eople's representative. Many cases have been

legislated to recognize the right to recommend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government committee, and a lot of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da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 encompassing republics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of power, not a break betwee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refor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legislature violates that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just by appointing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committee. Rather, it could have the effect of enhancing the

legitimacy of the committee.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the current law which allow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Chief of Supreme Court to have the right to organize a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fair and constitutional. Moreover, as the administration is gradually

strengthening its power due to rising welfare demand, there is

growing need for the legislative branch to control the executive

branch properl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will

recognize the right to recommend committees’ members without limit.

Lawmakers’ legislative right to form legislation is not limi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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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6 Clause 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dministrative

power belongs to the government headed by the president, and

Article 78 specifies the president's right to appoint civil servants. If

the National Assembly excessively restricts administrative power

beyond the scope of checks and balances, this is not only

unconstitutional but could also cause many conflicts in the course of

actual operation. Also, because the essence of separation of power is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human rights through rationalization of

power, it is not desirable to make National Assembly have the right

to appoint members that in turn, will lower the committee’s expertise

and efficiency. After all, it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to

check the president's arbitrary abuse of personnel rights while

ensuring the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of state affairs without

infringing on his right to appoint officials by other state agencies.

As for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ch as the prime

minister or the ministries, the scope and method of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somewhat institutionalized under related

statutes like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Act. However, the committee-typ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modern

society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administrative needs and the

emphasis on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has not been

dealt with suffici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ile an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Committee's

recommendation authority to the National Assembly to find a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bodies committee with the right to recommend the

National Assembly was 18 out of a total of 558. It was difficul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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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common features among them because setting the

recommendation right depended on the individual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without any specific criteria. Whether it is administrative or

advisory committees, which are criteria under the Act, was not a

significant standard. Also, both the scope of authority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Committee were not important factor. I

just illustrated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members of the

committees which deals with policy areas of great concern to the

people of the time or committees that require a lot of democratic

legitimacy.

In conclusion, the issue of allowing the government committee to

intervene in the National Assembly's personnel affairs was largely

decided as a result of political compromise or referring to previous

cases without much thought. The government system needs to be

designed and operated in such a way as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rough rationalization of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sign whether or not the

National Assembly will make the right to recommend members of

government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tee's status

and authority.

keywords : Government Committee,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Student Number : 2014-2276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행정기관위원회의 확대와 권력분립론의 전개 
	제 1 절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
	제 2 절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전개
	Ⅰ. 고전적 권력분립론 
	1. 로크(J. Locke)
	2. 몽테스키외(Montesquieu)
	3.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4.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Ⅱ. 20세기 권력분립론의 변용 
	1. 캐기(W. Kägi)
	2. 뢰벤슈타인(K. Loewenstein)
	3. 슈테른(K. Stern)
	4.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제 3 절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해석논쟁
	Ⅰ. 문제의 소재: 권력분립 개념의 모호성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력분립원리 해석론
	Ⅲ. 권력분립해석론에 대한 평가

	제 4 절 행정기관위원회와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
	Ⅰ. 서설
	Ⅱ. 새로운 행정조직인 행정기관위원회
	1. 행정기관위원회의 개념
	2. 행정기관위원회의 분류
	3. 행정기관위원회의 필요성 및 한계

	Ⅲ. 국가권력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와 행정기관위원회
	1. 시민사회의 발전
	2. 행정국가 현상
	3. 정당의 영향력 확대

	Ⅳ. 새로운 권력분립의 특징
	1. 다양한 권력보유주체 등장
	2. 다층적 영역으로의 확장
	3. 전통적인 권력분립원리의 존속


	제 5 절 소결

	제 3 장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국회추천권 도입 현황
	제 1 절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제 2 절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Ⅰ. 개관
	Ⅱ. 위원회별 검토
	1. 의안단계부터 국회추천권이 인정된 경우
	2. 국회심사과정에 국회추천권이 추가된 경우
	3. 국회에서 실질적 심사 없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국회추천권이 신설된 경우


	제 3 절 국회추천권이 도입 논의 중인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Ⅰ. 개관
	Ⅱ. 의안별 검토
	1. 3부(部)가 위원회 구성권을 행사하려는 의안
	2. 국회의 추천권을 신설하려는 의안


	제 4 절 소결

	제 4 장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의 분석
	제 1 절 서설
	제 2 절 헌법질서와 국회추천권 제도 
	제 3 절 국회추천권이 인정된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Ⅰ.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검토의 필요성
	Ⅱ. 법적 근거 및 소속기관
	1. 위원회 설치근거
	2. 위원회 소속기관

	Ⅲ.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구분
	Ⅳ. 위원회 법적 권한
	Ⅴ. 위원회 업무분야
	Ⅵ. 민간위원회 여부

	제 4 절 국회추천권 부여의 방식
	Ⅰ. 추천권 행사주체 
	1. 3부(部)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지 여부
	2. 국회 내 추천주체의 차이
	3. 시민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의 추천권 인정 여부

	Ⅱ. 교섭단체의 역할 명시 여부
	Ⅲ. 그 밖의 조문의 구체화 정도
	1. 국회추천 인원수
	2. 자격요건
	3. 사무국 등 지원조직 


	제 5 절 소결

	제 5 장 정리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2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행정기관위원회의 확대와 권력분립론의 전개  7
 제 1 절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 7
 제 2 절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전개 9
  Ⅰ. 고전적 권력분립론  9
   1. 로크(J. Locke) 9
   2. 몽테스키외(Montesquieu) 10
   3.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12
   4.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14
  Ⅱ. 20세기 권력분립론의 변용  15
   1. 캐기(W. Kägi) 15
   2. 뢰벤슈타인(K. Loewenstein) 16
   3. 슈테른(K. Stern) 17
   4.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18
 제 3 절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해석논쟁 20
  Ⅰ. 문제의 소재: 권력분립 개념의 모호성 20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력분립원리 해석론 20
  Ⅲ. 권력분립해석론에 대한 평가 23
 제 4 절 행정기관위원회와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 24
  Ⅰ. 서설 24
  Ⅱ. 새로운 행정조직인 행정기관위원회 25
   1. 행정기관위원회의 개념 25
   2. 행정기관위원회의 분류 27
   3. 행정기관위원회의 필요성 및 한계 29
  Ⅲ. 국가권력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와 행정기관위원회 30
   1. 시민사회의 발전 30
   2. 행정국가 현상 31
   3. 정당의 영향력 확대 32
  Ⅳ. 새로운 권력분립의 특징 33
   1. 다양한 권력보유주체 등장 33
   2. 다층적 영역으로의 확장 35
   3. 전통적인 권력분립원리의 존속 36
 제 5 절 소결 37
제 3 장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국회추천권 도입 현황 40
 제 1 절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40
 제 2 절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42
  Ⅰ. 개관 42
  Ⅱ. 위원회별 검토 44
   1. 의안단계부터 국회추천권이 인정된 경우 44
   2. 국회심사과정에 국회추천권이 추가된 경우 59
   3. 국회에서 실질적 심사 없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국회추천권이 신설된 경우 67
 제 3 절 국회추천권이 도입 논의 중인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74
  Ⅰ. 개관 74
  Ⅱ. 의안별 검토 75
   1. 3부(部)가 위원회 구성권을 행사하려는 의안 75
   2. 국회의 추천권을 신설하려는 의안 76
 제 4 절 소결 80
제 4 장 국회추천권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위원회의 분석 82
 제 1 절 서설 82
 제 2 절 헌법질서와 국회추천권 제도  84
 제 3 절 국회추천권이 인정된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87
  Ⅰ.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검토의 필요성 87
  Ⅱ. 법적 근거 및 소속기관 88
   1. 위원회 설치근거 88
   2. 위원회 소속기관 89
  Ⅲ.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구분 91
  Ⅳ. 위원회 법적 권한 92
  Ⅴ. 위원회 업무분야 95
  Ⅵ. 민간위원회 여부 97
 제 4 절 국회추천권 부여의 방식 98
  Ⅰ. 추천권 행사주체  98
   1. 3부(部)가 함께 위원을 구성하는지 여부 98
   2. 국회 내 추천주체의 차이 99
   3. 시민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의 추천권 인정 여부 100
  Ⅱ. 교섭단체의 역할 명시 여부 101
  Ⅲ. 그 밖의 조문의 구체화 정도 104
   1. 국회추천 인원수 104
   2. 자격요건 104
   3. 사무국 등 지원조직  105
 제 5 절 소결 106
제 5 장 정리 및 결론 108
참고문헌 114
Abstract 11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