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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규정과 관

련하여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는, 헌법에서 국회가 제정하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법규범에 대해 �규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국회규칙의 지위에 대해 法段階說에서 말하는 

법률보다 하위개념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회와 함께 독

립된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에 대

해 국회규칙에서 사용하는 �규칙�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동

등한 효력을 인정할 것도 아니다.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법률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회규칙에 대해 법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규정과 충돌하

는 국회규칙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필자는 헌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은 저촉되는 법률을 묵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

하고 있다. 

  셋째는,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동 국

회법 규정은 헌법 제64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同語反覆(tautology)의 규정일 뿐 국

회규칙의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제어: 국회의 자율권, 국회규칙, 의사와 내부규율, 법률과 국회규칙의 충돌, 법률의 

묵시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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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64조 제1

항은 국회규칙의 제정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만을 규정할 뿐 제정하는 내용

의 범위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형식으로는 규정되고 있지 않다. 한편 국

회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률(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라는 부분을 제하면 이는 헌법 제64조 규정을 되풀

이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은 다른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

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그 헌법기관에 규칙제정권을 부

여하고 있다(대법원에 대하여 제108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제113조 제2항, 선거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제114조 제7항).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법규범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지만(헌법 제75조, 제95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자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1) 그리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법문의 의미가 헌법 제6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저촉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다툼

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회규칙과 관련하여서는 국회가 제정하는 국회규칙의 

성격은 무엇인가, 즉 국회규칙은 다른 헌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라는 점 등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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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立憲例

1. 憲法

현행헌법 제64조에서는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격

심사와 징계에 관하여, 제3항에서 제명에 관하여, 그리고 제4항에서 제명처분에 대

한 제소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조문의 위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제3공화국헌법 이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45조에서는 제1항에서 “국회

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현행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원을 징벌함에

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내부규율｣과 관련한 규칙제정권은 상당히 제한되는 외관을 띄고 있

다.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 제명 이외에 어떠한 내용이 내부규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회와 더불어 3권분립의 한 축인 독립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에 대하여 내부규율에 대한 규칙제정권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은 

제헌헌법 이래 확고한 태도이므로2) 제헌헌법에서라고 하여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권이 국회에 주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外國憲法

외국헌법을 보면 헌법의 규정범위 내에서 절차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헌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3) 헌법에서 국회에 의사규칙제정권을 부여하면서도 제정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을 설정하지 아

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 

2) 제헌헌법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3공화국헌법 제104조; 유신헌법 제106조; 제5공화국헌법 제109조: “대법원은 법률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인도헌법 제118조 제1항.
4)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5절 제2항: 독일통일기본법 제40조 제1항 후문: 이태리헌법 제64

조 제1항: 일본헌법 제58조 제2항 전단: 러시아연방헌법 제101조 제4항; 폴란드공화국

헌법 제112조; 벨기에헌법 제60조; 브라질연방공화국헌법 제51조 제3호(하원), 제52조 

제12호(상원) (각 조에서는 각 議院의 배타적 권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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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國 規則의 性格

1. 國 의 自律權

학자들은 국회의 규칙제정권에 관한 헌법 제64조 제1항을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규정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자율권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 문제되는

데, 반드시 정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수 학자들은 국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議事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5) 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 및 국회규칙에 따라｣

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입장,6) ｢국회규칙｣이라는 부분을 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입장7)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

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도 국회의 자율권에 관하여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제명에 관하여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함으로써,8) 

마지막 설에 입각하여 국회규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회의 규칙제정권을 국회의 자율권의 한 권한이라고 볼 때 자율권의 

행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 및 국회규칙에 따라｣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48조; 스페인 제72조 제1항; 호주헌법 제50조.
5)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 ) (박영사, 2009), 312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888쪽; 허영, 한국헌법론(전정3판) (박영사, 2007), 916쪽; 홍성방, 헌법학(개정4판) (현암

사, 2007, 798쪽; 이준일, 헌법학강의(제3판) (홍문사, 2008), 1024쪽; 문광삼, 한국헌법학

(국가조직론) (삼영사, 2008), 102쪽;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733쪽; 이승우, 헌법학 

(도서출판 두남), 2009, 975쪽; 구병삭, 헌법학Ⅱ(통치구조) (박영사, 1983), 808쪽.
6)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박영사, 2009), 928쪽; 성낙인, 헌법학(제5판) (법문사, 2005), 

780-781쪽;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Ⅲ (법제처, 2008), 323쪽(박선영 집필부분).
7)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6), 1154쪽; 김기영, 헌법강의 (박영사, 2002), 1074쪽; 안용

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86), 837쪽.
8)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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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논법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단순히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만 규정하는데 대해 국회법 166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양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규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점은 국회가 제정하는 국회규칙이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촉성이 의심시 되는 경우이다. 

이런 점까지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 자율권을 다수의 입장에 따

라 정의하기로 한다.

헌법학자들은 국회의 자율권을 ① 규칙제정권 ② 의사진행에 관한 자율권 ③ 

내부경찰권 및 국회가택권 및 ④ 내부조직권 및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으로 

나누고,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으로 의원의 사직에 대한 허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헌법 제64조 제2항), 윤리심사, 의원의 체포⋅구금 등에 대한 동의, 

의원의 석방요구, 의원의 請暇에 대한 허가 등과 함께 의원의 사임의 허가를 들고 

있다.9) 이와 같이 헌법학자들은 의원의 사직에 대한 허가나 자격심사 등을 국회의

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으로 보고 이를 규칙제정권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이 헌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한 자율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이 헌법 제64조 제1항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國 規則의 性格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

가. 命令說과 自主法說

국회규칙의 성격에 대해서 종래부터 명령설과 자주법설이 대립하여 왔는데, 지

금에 와서는 그러한 대립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성격을 논하는 입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명령설에서는 국회규칙의 성격을 헌법이나 국회법 등의 授權에 의하여 제정

되는 명령이라고 보아 국회규칙을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비교되는 국회법의 시행

령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주법설에서는 국회규칙의 자주적 성격을 인정하

9)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 ), 주 5), 313-315쪽. 같은 취지: 권영성, 헌법학원론, 주 6), 

929-933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주 5), 889-893쪽; 허영, 한국헌법론, 주 5), 916-920쪽; 

장영수, 헌법학, 주 7), 1155쪽; 강경근, 헌법, 주 5), 733-746쪽; 이준일, 헌법학강의, 주 5), 

1024-1027쪽; 김기영, 헌법강의, 주 7), 1075-1080쪽; 이승우, 헌법학, 주 5), 2009, 

975-977쪽; 문광삼, 한국헌법학(국가조직론), 주 5), 104-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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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이나 대법원규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입법부 고유의 자주

법으로 보고 있다. 자주법설에 의하는 한 국회규칙은 일종의 법률에 해당한다. 따

라서 법률과 국회규칙 사이에 대립이 생기는 경우에는 新法優先의 원칙(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이 적용된다. 

나. 學說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국회규칙의 법적 성격에 대

해서는 명령설과 자주법설이 대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입장10)과 그러한 

대립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입장11)이 있다. 명령설과 자주법설의 대립을 전제로 하

여 국회규칙의 성격을 논의하는 입장은 다시 “국회규칙은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회법 등 법률의 시행세칙과 국회의 內規에 해당하는 것

이며, 그 형식적 효력은 명령에 준하는 것과 행정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고 설명하여 명령적 측면을 강조하는 설명,12) 국회규칙의 본질은 그것이 국회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의사규칙이라는 점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

회법이 제정되고 있기에 국회규칙이 비록 시행령적 형태에 가까운 것이 되고는 있

지만, 자주적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자주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설명,13) 국회법의 시행령으로서 국회구성원이 아니면서 국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명령에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국회구성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행정규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14) 자주법설은 국회의 자율권의 보장에는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지만 헌

법 제108조의 대법원의 규칙과 균형을 잃게 되고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이 모호하

게 되는 면이 있다고 보면서 국회규칙은 국회법의 시행규칙과 내규로서 상위법인 

10)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 ), 주 5), 418쪽; 권영설, 헌법학원론, 주 6), 929쪽; 이준일, 

헌법학강의, 주 5), 1025쪽; 김기영, 헌법강의, 주 7), 1076쪽; 구병삭, 헌법학Ⅱ(통치구조), 

주 5), 810쪽;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제3판, 박영사, 2006), 386-387쪽; 박봉국, 최

신국회법(제3판) (박영사, 2004), 35쪽; 정호영, 국회법론(제2판) (법문사, 2004), 489쪽.
11) 정종섭, 헌법학원론, 주 5), 888-889쪽; 이승우, 헌법학, 주 5), 976쪽; 문광상, 한국헌법

학(국가조직론), 주 5), 108쪽.
12) 권영설, 헌법학원론, 주 6), 929쪽; 성낙인, 헌법학, 주 6), 781쪽.
13)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 ), 주 5), 418쪽; 구병삭, 헌법학Ⅱ(통치구조), 주 5), 810쪽 

(다만 “국회법으로 말미암아 ‘명령’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호영, 

국회법론, 주 10), 489쪽.
14) 이준일, 헌법학강의, 주 5), 1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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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15) “규칙제정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국회규칙도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국회

규칙은 그 제정권원으로 볼 때는 국회의 자율입법이고, 그 내용면에서 볼 때는 법

률의 시행세칙이고 그 효력면에서는 명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자의 구별실익

을 부정하는 설명16)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명령설과 자주법설의 대립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설명하는 입장은 “헌법은 규칙제정의 자율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당

연히 헌법상 보장되고 있지만, 규칙제정상의 자율은 헌법의 근거가 없어도 인정된

다는 것에 그 본래의 의미가 있다. 다만 어떤 경우나 그러한 규칙은 헌법과 법률

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설명,17)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행세칙

이고 그 효력면에서는 법규명령과 유사하다. … 다만 법규명령이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국회규칙은 국회구성원과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설명,18) 자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법규명

령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설명19)으로 나뉜다. 

IV. 검    토

국회규칙과 법률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는 각 나라의 헌법정책적 

문제이다. 그런데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법규범의 형

식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형식을 ｢법률｣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아

니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경우에 법률과는 달리 공포를 위한 정부로의 이송이나 대통령의 공

포(헌법 제53조 제1항)나 재의요구(헌법 제53조 제3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

문에 국회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배제된다. 따라서 의사와 내부규율

에 대한 국회규칙의 제정은 국회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굳이 명령

15) 김기영, 헌법강의, 주 7), 1076쪽.
16) 허영, 한국헌법론, 주 5), 916쪽 본문 및 주 1).
17) 정종섭, 헌법학원론, 주 5), 889쪽.
18) 이승우, 헌법학, 주 5), 976쪽.
19) 문광상, 한국헌법학(국가조직론), 주 5), 108쪽.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Ⅲ, 

주 6), 332쪽 (박선영 집필부분)에서 “의회의 규칙은 그 법적 성격상 의회 내부의 자치

규칙으로 법규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는데,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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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자주법설의 대립을 염두에 둔다면 그 성격은 국회규칙은 자주법설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명령설에 집착하는 학자들은 국회규칙은 법률보다는 하

위단계이고 시행세칙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법규명령에 가까운 것도 있다고 

논한다. 그러나 국회규칙의 지위를 ｢법률-법규명령-시행세칙｣이라는 틀 안에서 논

하려는 것에는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제기한 있다. 

다만 이에 앞서 명백히 할 것은 헌법 제64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

로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

한 국회법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국회법 규정이 국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권, 즉 위임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1. 沿革的 측면

연혁적으로 국회규칙 제정의 자율성은 권리장전(Bills of Rights)까지 소급된다. 

권리장전 제9조에서는 “국회 안에서의 의원의 발언이나 토론의 자유 또는 절차의 

진행은 법원에서나 국회 밖에서 기소되거나 문제삼을 수 없다”(Th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s or proceedings in Parliament ought not to be impeached or 

questioned in any court or place out of Parliament.)고 규정하고 있다.20) 이러한 권

리장전 규정과 관련하여 Stockdale v Hansard 사건판결21)에서 “국회라는 벽 안에

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국회 밖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Bradlaugh v Gossett 사건판결22)에서는 “하원은 사법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문

제에 대한 자율규제의 특권은 실질적으로 사법적 성격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고 

20) Colin R. Monroe,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Second Edition, Oxford, 2005, p. 229.

* 의사에 관한 자율권이 권리장전에 속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는 간과되고 있다.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53쪽에

서는 “각 의원의 의사절차결정권이라는 이 자율권은 이미 16세기 이전에 서서히 각 

의원, 특히 하원에서 확보되었다”고 논한다.
21) (1839) 9 Ad & Al 1.
22) (1884) 12 QBD 271(의회의 퇴장명령(의결)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

장과 관련한 것).

* 판결에서는 하원은 議院의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성문

법률 중 그 관계규정에 대해 배타적 해석권을 가지므로 설령 하원의 해석이 잘못이라

고 하더라도 법원은 간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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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는 것은 의사절차와 관련한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논의에서도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권리장전을 통하여 확립된 의사절차에 대한 국회의 자율권 확립

은 이와 같이 영국에서 주장되고 발전되어 실정법 및 헌법상의 관습으로 확립된 

것으로, 그것이 세계 각국의 의회에 계승되어 헌법 및 국회법에서 보장되기에 이

른 것이다.23) 그리고 각국의 헌법례를 보면 헌법에서 국회에 의사규칙제정권을 부

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제정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로 제한하는 

헌법은 드물고 헌법에서 국회에 의사규칙제정권을 부여할 뿐 제정범위에 대해 직

접 규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이 다수인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국회규칙에 

대해 자주법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4) 이러한 사정은 헌법 

제64조 제1항과 관련한 논의에서 최대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法律과 國 規則의 法段階상의 위치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대해 국회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한 

취지가 국회의 자율권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가 스스로 내부규율에 관한 문제

를 헌법 제64조 제1항의 예정과는 달리 국회규칙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다고 하여 그러한 제정이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국회가 의사

와 내부규율에 대해 국회규칙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하는 사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회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종속적 지위에 전락하여버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사 절차진행

의 원활화를 위해 스스로 의사와 내부규율에 대해 행정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측면이다. 전자의 사정은 삼권분립이 훼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憲法停止 (Verfassungssuspension)25)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의사와 내부규율을 위

23)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 ), 주 5), 312쪽;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Ⅲ, 주 

6), 325쪽 (박선영 집필부분).
24) 헌법이 국회에 의사규칙 등에 대한 제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회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立法府再組織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1946)은 양원공통의 의사절차적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국회법과 

유사하나, 이 법률 Title I, Sec. 101에서는 이 법이 양 의원의 규칙제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을 선언하고 있다.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133쪽.
25) ｢헌법의 정지｣란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

법정지가 이와 같이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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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정된 법률은 위헌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후자의 사정은 협조를 

통하여 행정부와의 갈등을 줄이고, 국회활동에 보다 건설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 행사의 다른 측면에 속하고, 반드

시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인 법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정된 

국회규칙이 제정취지에 맞도록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헌법-법률-명령｣이라는 

法段階를 의식하고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단계라고 

이해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주법설에 대해서는 동 설이 국회의 자율권의 보장에는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의 규칙과 균형을 잃게 되

고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이 모호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보면서 국회규칙은 국회

법의 시행규칙과 내규로서 상위법인 국회법에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판26)

과,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행세칙이고 그 효력면에서는 법규명령과 유사하다. 

… 다만 법규명령이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국회규칙은 국회구성원

과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설명27)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이해는 잘못이다. 전자에게는 국회규칙과 대법원규칙의 기능상 차이를 

무시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규칙 제정하는 대법원에게는 본래 입법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건 법률의 지위를 가지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권

한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규칙｣이라는 용어에 ｢규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

다고 하여 이를 시행규칙이나 내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학상의 ｢행

정규칙｣이라는 용어와 대비하여 이해하는 결과이다. 본래 헌법이 ｢명령｣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법규범 형식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규칙은 이러한 법규범형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

문에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의 자율권에 기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에 대해 ｢규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등기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하위규범이 부동산등기규칙28)인데, 여기에서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 하여 부동산등기규칙을 법규명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규칙｣으로 이해해서

는 아니 되는 것과 같다.29) 한편 “법규명령이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함에 비하

서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변경 또는 상실시키는 헌법의 개정과 구별된다. 권영성, 헌

법학원론, 주 6), 51쪽.
26) 김기영, 헌법강의, 주 7), 1076쪽.
27) 이승우, 헌법학, 주 5), 976쪽.
28) 본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던 名이 2006. 5. 30. 대규 2035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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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회규칙은 국회구성원과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는 비판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법규명령｣에 관한 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30) 

따라서 입법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법원규칙이 그 효력에 있어서 법률보다 하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규칙｣이라는 용어 때문에 법규명령보다 하위인 법단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을 단순히 ｢헌법-법률-명령｣이라는 法段階를 의식하고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잘못인 것과 마

찬가지로,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그 규칙 제정권자

가 입법권을 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효력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 있을 수도 있고 법률보다 하위인 법규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다가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

을 ｢의사와 내부규율｣이라고 규정하는데, 그 중 ｢의사｣란 본회의의 안건심의절차

와 회의운영방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31) 비교적 그 의미가 분명하지만, ｢내부

규율｣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규율｣의 사전적 의미를 ｢① 질서나 제

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 ② 질서나 제도를 

좇아 다스림, ③ 일정한 질서나 차례｣라고 할 때, 헌법 제64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 등은 내부규율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이외의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조직, 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헌법 제90조 내지 

제93조, 제96조, 제113조 제3항, 제114조 제7항),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규칙의 제정을 통한 입법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사와 내부규율｣과 관련을 가지는 국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규칙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32) 현행국회법의 모태가 되는 제헌

29) 대법원규칙 가운에 국민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질의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주 6), 1106쪽; 성낙인, 

헌법학, 주 6), 1019쪽; 이승우, 헌법학, 주 5), 1124쪽.
30) 이 점에 대하여 박찬주, “행정명령”, 법학논고, 제3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491-522쪽.
31) 국회사무처의사국, 국회의사편람, 1996,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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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하에서의 국회법은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인 1948. 10. 2. 제정되었고(법률 

제5호), 따라서 법률의 제정과정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48. 10. 2. 국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내

부규율｣에 관한 것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 등을 중심

으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헌법상의 신분보장(헌법 제7조 제2항)으로 

인해33)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34) 그렇다면 국회규칙을 법률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라고 보는 입장에 따

르는 한,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국회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법률보다 하위단계인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써, 그러한 해석이 헌법정책적 취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제

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규칙에 대해 법률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

게 보는 경우에 국회규칙의 규정내용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에 그 효력이 문제된다. 최선의 이해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국회규칙의 제정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한계로 인하여 상위법과 하위

법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上位法優先의 원칙(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35)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는 것은 아

니며, 이 점은 항을 바꾸어 논하기로 한다.

32) 김상겸, “의회의 자율권과 사법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3), 105쪽: “(독일) 의회규칙의 범위는 전통적인 의회사무의 영역에

서 다투어지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절차에 관한 것과 조직, 규율 등이다.”
33)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제3공화국헌법 제6조 제2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4) 그로 인해 제정된 것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35) 단계를 달리하는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規範衝突 (Normenkonflite)이라고 

부른다. 규범충돌에 대한 해소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解消原理 (Lösungsprinzip)라고 하

여 新法優先의 원리(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와 함께 特別法優先의 원리(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上位法優先의 원리(lex superior derogat legi inferiori)의 

세 가지 원리가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규범충돌과 해소원리에 대해서는, 오세혁, 규범충

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 규범체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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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法律과 國 規則의 衝突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국회규칙의 제정범위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라고 제한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국회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사와 내부절차에 관한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외국헌법에서는 국회의 자율성의 보호라는 측면

에서 행정부의 개입이 필연인 법률보다는 국회규칙을 통한 제정을 선호하고 있다. 

가. ｢국회규칙에 대해 저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의 의미

법률과 국회규칙의 충돌형상에 대해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행국회법에서 제정하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회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에 국회규칙의 제정범위에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민법의 ｢法人｣

에 관한 일반규정들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회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라는 제한을 일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헌법 제64조 제1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라는 제한에서 ｢국회규칙의 저촉을 용인하지 아니하는｣ 법률이 과연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인가 라는 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맨 처음 제외하여야 할 것은 국

회의 의사와 내부규율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법에서 추출되는 법리는 통상적으로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제한법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특정한 법률에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서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해석을 통해 그 법률규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석을 통해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법

률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자인 국회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되

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헌법 제64조 제1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라는 제한이란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 만일 국회규칙과 저촉되는 법률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이는 앞서 설명하듯 실질적인 憲法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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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ssungssuspension)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만일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국회규칙의 

저촉을 용인하지 아니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법률은 국회법이나 이

에 유사한 법률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하는 법규범을 법률로 할 것이

냐 국회규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사정으로 제3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 의사와 내

부규율에 관한 제정을 국회규칙으로 하도록 하면서 진정으로 저촉을 허용하지 아

니하는 법규범으로 ｢법률｣을 상정하고 있었다면,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애매모호한 제한 대신 ｢국회는 의사와 내부

규율에 대해 법률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의사와 내부규율을 정

하는 법규범을 병렬하여 ｢법률과 규칙｣으로 하고, ｢법률｣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

는 규칙에 그 제정을 위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 

비추어 훨씬 용이하고 애매모호함도 덜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

는 제한을 설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거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의 제정범위를 ｢의사와 내부규율｣로 한정하는 한, 행정부나 다른 

독립한 헌법기관의 권한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 만일 국회규칙이 정하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정이 행정부나 다른 독립한 헌법기관의 권한을 해치는 것이라

면 이러한 내부규칙은 ｢순수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고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

호). 따라서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의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

는 제한은 이러한 의미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6) 제헌헌법 제

45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라고 규정할 뿐 현

행헌법 제64조 제1항과 같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아직 국회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국회규칙에 대해 저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을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은 아닌가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36) 이와 관련하여 뒤의 주 54, 55)의 본문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입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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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에 국회규칙은 항상 무효인가

다음으로 국회법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헌법 자체에서 국회법의 제정을 반드시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 국

회법 자체의 폐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37)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순

되는 내용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국회

규칙은 항상 무효인가 라는 점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헌법 제64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

는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종속적 지위에 전락하여버림으로써 

국회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법률로서 규정하는 경우

에는 이미 헌법해석의 영역을 떠난 문제이다. 이와 달리 의사와 내부규율에 대해 

국회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로 제정한 경우에는 두 가지 사정

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대해 이미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규칙으

로 환원하고자 하여도 행정부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관이 반대하는 경우이다.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한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하자. 이 규정은 원칙적 비공개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회의는 그

것이 본회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막론하고 원칙적 공개

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입장38)에서 본다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39) 그러한 위헌

성 때문에 국회가 동 조를 삭제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 삭제를 반대할 

것이고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지 아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들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 규정과는 

달리 공개를 원칙적 형태로 하는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37) 일본의 明治憲法 제51조에서는 “양 의원은 헌법 및 議院法에 규정된 사항의 外內部의 

정리에 필요한 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현행헌법 제58조 제2항에서는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절차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학자들에 따라서는 국회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모두 의사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한다는 사실(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

교법적 연구, 주 20), 246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부학자는 국회법 제

166조 제1항은 “국회의 합의로 된 ‘紳士協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288쪽.
38)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443 결정
39) 이에 대한 논의는, 박찬주, “국회회의의 공개와 면책특권”, 남법학, 제29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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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삭제를 반대하는 정부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합헌적 

해결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회법에 대한 묵시적 개정현상이다. 국회법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규정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개

정을 통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국회규칙의 제정을 통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의 

제정에 의해 국회법이 묵시적으로 개정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원래 

法律의 黙示的改正 논의(doctrine of implied repeal)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이던 

종전법률이 그 후 제정된 법률(후법)과 충돌하는데도 후법에서 명문으로 종전법률

에 대해 폐지나 개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그 후법의 입법취지를 신

법에 대한 폐지나 개정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한 것인데, 국회

규칙의 지위를 법률과 동위의 것으로 본다면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묵시적 

개정의 허용성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40) 일부 학자들이 국민투표를 통

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은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expresssion directe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데 근

거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우위에 선다고 

보고,41) 나아가서는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헌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사실에 있어서 하나의 헌법의 개정을 의미하며, 위헌법률의 심사대상이 되

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한다.42) 이 문제는 후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종전법률의 규

정에 대해 어느 정도나 염두를 두고 제정된 것인가 라는 입법목적과 규정의 형식, 

그리고 부여하는 효력의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론적인 측면

에서 후법에 의한 묵시적 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만은 아니다. 다만 신

법이 종전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력 중 일부만을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종

40) 영국에서는 후법에서 종전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자면 종전법은 묵시

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Ellen Street Estates Ltd v Minister of Health [1934] 1 

KB 590, CA. See Ian Loveland,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 5th ed., Oxford, 2009, 33-34쪽.
41) 이는 위헌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헌법재판소는 이 점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헌법이 제61조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은 단지 국회에서 표결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법률은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므로 제외된다. 이러한 점은 헌법재판소를 공권력 행

사의 조정기관으로서 만든 헌법의 정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L’Année politique, 1962, 

p.121(전학선, “프랑스의 국민투표법률을 통한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516쪽에서 재인용).
42)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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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놓이므로 종전법률은 신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 그 나머지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남는 문제는, 국회규칙에 의하여 이와 상충하는 법률규

정을 묵시적으로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을 통한 폐지나 개정의 경

우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법률안제의요구권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

제가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국회규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공권력에 의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함으로

써(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다툴 수밖에 없겠지만, 

국회의 자율권행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회규칙이 단순히 대통령의 법률안거

부권의 침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실질적 내용이 위헌성을 띄는 경우에 국한하여

야 할 것이다.

4. 條例制定의 限界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의 비교

되풀이하여 설명하는 점이지만, 헌법 제64조 제1항은 조문 자체에 의해 명백하

듯 ｢의사와 내부규율｣에 대해 ｢법률｣로 정할 것은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

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

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제한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함으로써, 단

순히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64조 제1항과는 

표현상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라거나 ｢법률｣이라는 법규법의 

형식에 집착하지 아니한다면 양자는 동일한 내용을 표현상 달리하고 있을 뿐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판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43) 이는 판례는 양 개념은 

4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 대법원판례와는 달리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장이 있다.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증보판) 

(박영사, 2000), 119-124쪽;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IV (법제처, 2009), 409쪽

(방승주 집필부분)에서는 헌법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면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용어 대신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법률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용어를 대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용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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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헌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법은 그 규정형식이 이와 다르다. 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

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본문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단서와 관련하여서는 위헌설과 합헌설이 대

립한다. 違憲說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

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입헌취지라고 보고,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

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헌규정

이라고 본다.44) 이에 대해 合憲說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에

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자유

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45) 대법원46)와 헌법재판소47)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위헌

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헌성에 대한 논쟁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

용한 것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용어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아가 법령이 위임한 경우에는 ｢법령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말로 새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4) 장영수, 헌법학, 주 7), 344쪽;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8전정신판) (박영사, 2006), 1318

쪽; 이승우, 헌법학, 주 5), 363쪽;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132쪽 (류지태 집필부분).
45) 권영성, 헌법학원론, 주 6), 246쪽; 성낙인, 헌법학, 주 6), 906쪽; 이준일, 헌법강의, 주 

5), 328쪽; 김기영, 헌법강의, 주 7), 309쪽.
4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47)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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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는 것은 크게 약화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48)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록 국회

법이 제166조 제1항을 통해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법 제64조 

제1항 및 국회법 제16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관

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관한 논의보다 더 경직적으로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는 위임의 형식에 있어서도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경우보다 훨씬 확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국회법 제166조 제1항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국회법 제166

조 제1항이 국회규칙의 제정에 관한 위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는 필자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국회규칙의 제정근거를 국회법 

제166조 제1항이 아닌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태도가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덧붙인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임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위헌은 아니라는데 그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서 동 제22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조례로 주

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판례라고 단정

하기에는 미흡하다. 위 대법원판결에서 비록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

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시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

조는 …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함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헌법 제117조의 위임에 의해 개별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

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완전

히 봉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49)

48)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49) 예를 들어 장영수, 헌법학, 주 7), 345-346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포

괄적으로 인정되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위임 없이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러한  조례의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면 조례의 실

효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심지어는 지방자치법 제15

조 단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될 수밖에 없다. 비록 위법한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 사법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제정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성을 시사한다. 이는 위헌설을 취하는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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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규칙｣

의 형식으로 규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신의 

내부의 사안을 ｢국회법｣이란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한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하

면서,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은 법률과 규칙으로 정한

다”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50) 이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

64조 제1항이 국회법 제166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회규칙에서, 그 규정내용이 ｢의사｣와 ｢내

부규율｣에 관한 것인 한, 이미 제정된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 점은 앞서의 논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점이다.

5. 외국에서의 접근방법의 예

이 점을 프랑스와 독일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가. 프랑스

법률과 국회규칙의 절단은 프랑스헌법에서 절정을 이룬다. 프랑스 제3⋅제4공화국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議院의 규칙자율권의 원리는 헌법우위의 원리보다 강하다”51)

는 명제까지 형성되어 있었으며,52) 심지어는 당시의 대통령들은 의회규칙에 대해

서는 국가원수건 정부건 다른 의원이건 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

법에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하였다.53) 그러나 의원

규칙의 독주현상이 심해지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5공화국 헌법 제61조 제1항

에서는 “국회의 의사규칙은 그 시행 전에 헌법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헌

법위원회는 그 헌법적합성에 대해 재결한다”54)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50) 한수웅, “국회법의 법적 성격과 국회법 위반의 효과”, 앙법학, 11집 4호, 중앙법학회, 

2009, 76쪽.
51) Le principe de l’autonomie réglementaire des Assemblées est plus fort que le principe de 

la supériorté de la Constitution.
52)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168쪽.
53) 성낙인, 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606쪽.
54) Les règle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avant leur mise en application, doivent être 

soumis au Conseil constitutionnel, qui prononce se leur conformité àbla Constitution.

* 헌법평의회에서 의회규칙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토록 한 것에 대해 제5공화국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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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에서 헌법적합성을 인정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규칙이 일반

법률에 비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의 정부는 하원의 규칙특별위원회와의 교섭을 요구

하였고, 하원은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였는데, 정부의 교섭요구는 종래 의원규칙으로 

규정하여 오던 입법절차에 관한 것, 양원제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 국민회의와 정

부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원규칙의 범위를 넘는다는데 있었

다.55) 그리고 헌법위원회도 의원규칙의 전속적 소관인 순수한 내부적 의결(résolution 

d’ordre purement)와 내부적 의결(résolution d’ordre externe)로 나누고 후자에 대해

서는 전통적인 재판권 불개입의 원리가 배제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56)

이와 같이 헌법에 따라서는 헌법에서 議事에 관한 법규범의 형식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형식을 ｢법률｣로서 고집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왜 헌법이 

그와 같은 구조를 취하는가.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점을 논의하지 아니하기 때문

에 필자의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지만, 내부규율(｢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은 

국회자율권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그 제정과정

에,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대상이 됨으로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개입을 초래한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국회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

드시 그 국회규칙을 법률보다 하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57) 그렇다고 국회가 스스

로 내부규율(｢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에 관한 문제를 국회규칙이 아닌 법

률의 형식으로 제정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수상 Michel Debré는 “아무리 잘 된 헌법도 의원규칙이 헌법에 복종할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의원규칙중의 몇 가지 규정에 의해서도 무의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170쪽.
55)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170쪽.
56) 김영천, 앞의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174쪽.
57) 성낙인, 랑스헌법학, 주 52), 711-712쪽에서는 “양원규칙도 전체 법질서 내에서 이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정법적으로는 헌법(適憲性 영역), 헌법적 법률, 국민투표에서 채

택된 법률 및 조직법에서 정하는 원리에 배치되는 양원규칙은 위헌의 소지를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규범보다는 우월할 수 없으며 대체로 보다 하위규범적 성격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일반법률보다 하위규범이라는 논

리는 전개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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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독일통일기본법에서는 제40조 제1항에서 “연방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서기를 선

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연방헌법

재판소는 의회의 의사규칙에 대해 자율적 규정(autonome Satzung)으로 해석한다.58) 

그러나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연방의회의 의회규칙제정권에 대해 英⋅美에 비해 

훨씬 협의로 사용하여 왔고, 그것이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중요한 議會特權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보고 있다.59) 그러던 가운데 독

일에서 의회 내부의 영역이 의사규칙이 아니라 법률로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

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의 점은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절차

와 관련하여 문제되기에 이르렀다. 1986년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60)에서 다

수의견은 “법률안에 대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의사자율권

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사

에 관한 문제를 연방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데 대해, 소수의견에

서는 의회의 내부적 사안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경우 오늘날에도 다른 헌법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과 국회

규칙과의 관계에 대해, 헌법이 연방의회에게 내부사안의 자율적 규율을 보장할 목

적으로 내부절차를 의사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할 권한을 부여한 이상, 법률과 의사

규칙의 관계는 각 ｢헌법에 직접 근거하는 권한｣으로서 병렬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의회가 내부질서를 의사규칙이 

아니라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61)

Ⅴ. 맺는말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머리말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58) BVerfGE 1, S. 144-52.
59) 김영천,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 20), 208쪽.
60) BVerfGE 70, 324.
61) 한수웅, “국회법의 법적 성격과 국회법 위반의 효과”, 앙법학, 주 49), 50-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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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였다.

첫째는, 헌법에서 국회가 제정하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법규범에 대해 ｢규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국회규칙의 지위에 대해 法段階說에서 말하는 

법률보다 하위개념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회와 함께 

독립된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에 

대해 국회규칙에서 사용하는 ｢규칙｣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동등한 효력을 인정할 것도 아니다.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법률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회규칙에 대해 법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규정과 충돌

하는 국회규칙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필자는 헌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은 저촉되는 법률을 묵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

하고 있다. 

셋째는,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동 

국회법 규정은 헌법 제64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同語反覆 (tautology)의 규정일 뿐 

국회규칙의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들은 학자들의 일반적 이해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를 통해 국회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투고일 2010. 11. 11     심사완료일 2010. 12. 3     게재확정일 201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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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Issues on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Park, Chanju*

62)

Article 64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the regulation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Act.” The writer draws several conclusions in relation of that 

Article in this essay.

First, we should not treat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as a mere regulatory 

norm the status of which is lower than legal norm, as Article 64 (1) of the 

Constitution uses the notion of ‘regulation’. And we should bear in mind that, 

though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uses the same notion of ‘regulation’ like 

regulations of other independent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such as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normativ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is not same with those of other independent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The normative status of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is law while 

those of the other independent organization are under-stage than law. This difference 

stems from the lawmaking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can take the legal norm instead of regulatory norm when they think fit.

Secondly, if prov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collide with those of 

a previous law, the possibility of indirect abolishment or repeal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by those of the inconsistent Regulation should not be denied irrespective of 

Article 64 (1) of Constitution.

Thirdly, Article 166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can not be the ground of 

delegation to National Assembly for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concerning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s, as Article 166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the regulations concerning proceedings and internal 

* Professor of Law, Chosun University/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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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s within the scope of not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and Acts,” that 

Article is only a tautology of Article 64 (1) of the Constitution. 

Key words: autonomous power of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s, collision between law and regulation, 

implied repeal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