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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필자는 본고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헌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가 법령의 범  내에서 주민의 권리에 한 제한과 의무의 부과  형벌에 

한 규정을 하더라도 법률에서 조례제정에 해 포  임을 하 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포 임은 무효가 되

는데 이러한 법리를 조례에도 그 로 용하여 설사 조례에 한 임이 포 인 

것이어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

117조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임한 범 와 동일한 범  내에서 조례

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포 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바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헌설에서는 임입법의 법리가 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

나 헌설에 입각하더라도 포  임의 허용성에 한 논의의 배경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범

 안에서라는 외연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헌설이라고 하더라도 합

헌설과 마찬가지로 추가조례․ 과조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헌설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의 성격상 유효로 되는 추가조례․ 과조례

의 범 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조례가 행정규제기본법의 용 상에 포함되고 있다. 조례가 행정규제 상에 포함

됨으로 인해, 앙정부는 조례가 정하는 기 이 설령 최소기 을 정한 것에 불과하

다고 하더라도 추가조례․ 과조례를 불허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 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헌성을 띄게 만든다. 그러나 주민복지에 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추가조례나 과조례가 유효하다고 해

석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헌법변천이 이루어진 데서 찾아

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시론이다.

주제어: 제도 보장이론, 조례,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헌성, 포

 임, 행정규제기본법, 법률선 이론, 법령최 기 론, 추가조례․ 과조

례, 헌법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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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 인 국회의 입법권에 

응하여 자치기 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自治立法權이라고 부른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條例를 제정하는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는 조례의 범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하여 規則을 제정하는 권한

을 말한다. 그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은 교육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28조). 이와 같이 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인데, 넓게 보면 행정기 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법이므로 행정입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조례와 자치조례를 심으로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범 를 살

펴보고 있다. 다만 이에 한 고찰에 앞서 지방자체제도의 본질에 한 약간의 

개 을 할 필요가 있다. 

Ⅱ. 地方自治制度의 本質

1. 學說

1) 固有權說과 傳來說

지방자치의 본질에 해서는 종래부터 固有權說과 傳來說(자치권 임설)이 있

었다. 고유권설은 랑스 명기의 지방권사상과 독일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력론 

 자연법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치행정이란 국가행정으로부터 연원된 것이 

아니라 시원 이고 고유한 것이며, 자기의 고유사무를 자기책임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고유권설을 철 히 하면 국가의 법률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권능을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래설에서는 법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주

장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창조물이며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래설을 철 히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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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 와서는 소수학자가 고유권설을 수정하여 주민의 참정권은 자연권에 속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新固有權說1)과 傳來說2)을 취하고 

있으며, 래설에 입각하면서도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를 래  입법임과 동

시에 자주  입법으로 보면서 래의 근거를 헌법에서 구하는 憲法的傳來說이 

등장하고 있다.3)

2) 制度的保障說

Carl Schmitt에 의해 시발된 제도  보장설에 의하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와 립⋅긴장 계에 서는 자연권  인격권의 주체가 아니고, 민주  국

가구조의 일환을 이루는 것으로서 국가와 더불어 주민생활을 복지의 향상에 

사하기 해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권력을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각 

지역에 있어 자기의 책임아래 행사하는 공 인 제도라고 보고 있다. 이 설은 지

방자치제도란 국가에 의해 창설된 제도라고 본다는 에서는 래설과 맥락을 

같이 하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체 기존의 지 나 권능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제도  본체 내지 본질  내용을 법률  침해로부터 옹호하려는데 있다는 에

서 근본 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래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래설을 취하

는 경우에는 양자의 차이는 그 게 뚜렷한 것은 아니다. 제도  보장설은 우리나

라학자들의 통설이다.4) 다만 제도  보장설에 입각하면서도 수백년간의 앙집권

제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래의 제도보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거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는 인권보장과 국민주권이라는 헌

법원리에 의해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자치 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권을 헌법상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주권과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헌법  원리의 요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憲法的 制度的保障說이라고 

1)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8전정신판), 박영사, 2006, 1294쪽.
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08, 918쪽;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15판), 박

영사, 2007, 63쪽(전래설이라는 용어 대신 자치위임설이라고 부른다); 조연홍, 한국

행정법원론(하), 형설출판사, 2005, 113-114쪽.
3)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

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5, 373-374쪽.
* 성낙인, 헌법학 (제6판), 법문사, 2006, 997쪽에서는 ｢지방자치는 헌법과 법률 아래
서 행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치전래설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헌법적 
전래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박영사, 2001, 230-231쪽;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714쪽; 윤명선, 인터넷 시 의 헌법학, 법원사, 2002,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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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 있다.5) 특히 후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보장

은 지방자치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한 것이라고 으로써 제도  보장의 수단

성을 강조하고 있다.

2. 憲法裁判所의 입장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7조에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

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헌법 제118조

에는 “③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의원선거

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에 한 사

항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한 제도  보장

을 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6) 
그러나 헌법재 소가 주민의 자치권에 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는 데

는 인색하다. 헌법재 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병합 는 구역변경과 련하

여 우리 헌법은 간 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

25조)을, 직 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

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그

리고 그 자치기능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  사항에 

한 것이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주

민의 참정권에 하여 기본권성을 부인하고 있는가 하면,7) 지방자치법 제4조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766쪽 (고유권설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의 역사 및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해보면 지방자치를 주민의 고유권으로 이해하기
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문광삼, 한국헌법학 (국가조직론), 삼영사, 2008, 460쪽 (지방
자치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는 인권보장과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원리에 의해 구성하
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자치영역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지방자치
권을 헌법상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주권과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의 
요청이라고 본다고 설명함으로써,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은 지방자치
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제도적 보장의 수단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증보판), 현암사, 2005, 906쪽;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개정 
27판), 박영사, 2004, 91쪽; 조정환, 이론⋅ 례⋅사례 행정법(하), 진원사, 2007, 73쪽;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증보판), 박영사, 2001, 7쪽.

6) 헌법재판소 19995. 3. 23. 선고 94헌마1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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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그

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병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

체의 이러한 폐지⋅병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

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컨  자치단체의 폐지

⋅병합에 있어서 그 차상 필요한 법 차로서 그 주민이 폐지⋅병합과 련

한 자기의 이해 계에 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는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의2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한 의견개진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에 있어 법 차의 한 내용인 청문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있어 그 주민을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침해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로 適法節次의 내

용으로서의 청문권(헌법 제12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에 한 침

해문제로 악하고 있다.8)

3. 私見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조례와의 계를 헌법제정권력의 헌법에 한 계와 

비하여 이해할 것까지는 없다.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한 계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란 시회계약에 의해 국가가 창설되고 헌법이 제정

되면서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에 의해 태동한 제도이기 때문이다.9) 그러나 지방자

치제도는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므로 단순히 법의 창조물이

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해 엄격한 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제도가 법의 창조물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무

한 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10) 지방자치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 하

7) 헌법재판소 2005. 12. 22. 자 2004헌마530 결정.
8)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결정.
9) 김동희, 행정법 Ⅱ (제11판), 박영사, 2005, 78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입법(위임명령⋅집행명령)과
는 달리 오히려 법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전체의사(volonté générale)의 표현으로서의 법률과 지역단체주민의 의사의 표
현인 조례와의 사이에는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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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가 안에서 지역  특색을 강조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험이 있고, 
이는 헌법제정권력의 의사형성에 악 향을 미칠 험성이 있다. 이런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헌법은 건 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고 민주주

의의 성공을 한 최선의 담보(The best school of democracy and the best 
guarantee of its success is the practice of local self-government. : James Bryce)
로서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부

여하고 있다.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의 실 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운 이 헌

법제정권력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체제도는 헌법제정권력의 의사에 

맞도록 운 방법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형성된 국가는 붕괴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주민의 자치권은 헌법제정권력의 의사에 복종하

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 을 하여 최 한 보장되어야 하는 準基本權 내

지 準固有權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자12)에 따라서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참여와 행정능률을 양자택일 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13)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석으로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는 요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능률

인 행정을 한 효과 인 방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

자가 지 하는 행정능률이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무 하고 래설에 의한 지

방자치제도 운 의 한 두드러진 정  특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유권설에 의하더라도 행정능률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련하여서는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市場失敗(market failure)/政府失敗(government 
failure)이론의 교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효율 인 경

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여 정부의 잠재 인 역할이 요청되는 상황을 말하며, 
정부의 실패란 시장실패를 우려한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해 개입한 것이 오

10)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명선, 앞의 인터넷 시 의 헌법학, 221-222쪽.
11)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1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6, 324쪽.
13) 이는 독일⋅프랑스에서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었고, 영미의 지방자치도 행정능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다. 장영수, 앞의 헌법학,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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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시장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14) 이는 경쟁시장은 효율 (efficient)이다
라는 厚生經濟學의 제1정리(the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로서 이를 

지방자치제도와 결부시켜 이해한다면, 정부가 지역주민의 일에 해 행정능률을 

이유로 정부  잣 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본질이 훼

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개입이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가장 요한 원

인은 本人-代理人(principal-agent) 문제이다.15) 본인- 리인 문제란 리인이 정부

가 권력을 보유하고 정부의 이익이 본인인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상을 말한다. 이런 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행정능률과 련시켜 이해하

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제약요인이 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의 실 과정에서 최선의 행정능률을 기 하는 정도로 이해하여야지 등한 본질

이라고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병합 는 구역변경과 련한 헌법재 소결정은 헌법재

소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에 해 편의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는 것을 보인다. 헌법재 소가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것은 주민과 국민의 지 를 엄격히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다면 

지방자치와 련한 문제에 해 바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한 침해를 문제삼는 

것은 의문이다. 지방자치와 련한 주민의 자치권에 한 침해가 법 차  평

등권의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이는 자연권을 원용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한 

규정을 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계는 일종의 特別權

14)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정부는 현대경제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실업, 
건강, 장애, 퇴직과 같은 위험에 대해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정부활동의 설계와 범위는 
종종 논쟁거리가 되지만, 경제에서 정부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존재
한다. 백영현⋅이병천 옮김, 스티 리츠의 미시경제학(Joseph E. Stiglitz, Economics, 
2nd ed.), 한올아카데미, 2002, 231쪽.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부실패로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08년 가을부터 미국에서 불어탁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 시장실패로 
이어진데 대해 대통령당선자인 Obama의 자동차산업⋅Wall Street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 우선 환영받고 있었던 것은 정부개입의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15) 백영현⋅이병천 옮김, 앞의 스티 리츠의 경제학, 226-230쪽에서는 그 원인으로 불완
전정보, 誘因과 정부의 효율성, 정부에서의 낭비, 프로그램에 대한 예기치 못한 반응 
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에서는 흔히 주인-대리인 문제를 거론한다. 이경은, 
공공정책과 합리  선택, 박영사, 2000, 228쪽에서는 ① 본인-대리인 문제, ② 정치적
인 공공재를 위한 집합행동을 들고 ②와 관련하여서는 散漫한 公益(diffused public 
interest)(노인, 아동, 소수자 등)을 위한 過少代表性과 집중된 私益(예컨대, 대기업의 이
익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정책)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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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關係라는 측면에서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악하는 것이 보다 솔직하고, 
이 게 보는 것이 조례제정권의 근거에 해서도 보다 합리 인 설명을 가능하

게 한다고 본다.

Ⅲ. 條例制定權의 根據

1. 憲法 제117조 제1항의 法的 性格

앞서 언 하듯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법령의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16)과 동시에, 국회는 지

방자치단체에 한 입법권능 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

는다는 것17)을 의미한다. 문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

칙에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인가 

라는 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성질과 련하여 창설규정설과 확인규정설이 립한다. 

創設規定說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

거나 벌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조

례로서 법규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본

다.18) 이에 해 確認規定說에서는 헌법의 규정은 국가의 입법권을 규정한 것이

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표기 인 국회의 입법원칙

으로서 代議民主主義원리에 기 하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기 인 지방의회 한 

주민의 표기 인 의제의 원리에 비추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19) 다만 확

16) 김철용 (집필자대표), 註釋지방자치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112쪽 (천병태 집필부분).
17) 권영성, 앞의 헌법학원론, 240쪽; 김기영, 헌법강의, 박영사, 2002, 309쪽.
18) 권영성, 앞의 헌법학원론, 240쪽; 성낙인, 앞의 헌법학, 1002쪽; 홍성방, 앞의 헌법학, 

718쪽; 김기영, 앞의 헌법강의, 309쪽.
19) 장영수, 앞의 헌법학, 344쪽; 김철수, 앞의 헌법학개론, 1318쪽;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132쪽 (류지태 집필부분);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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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의 조례제정은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동법 제22조 

단서), 이 조항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은 지방자치

법 제22조 단서의 성격과 련하여 다시 논의한다.

2. 條例와 法律의 委任과의 關係

1) 法令의 範圍 안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법령의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

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개개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례에 한 법률의 우 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그러면 여기서의 법령에는 어떠한 법규범이 포함되는가. 헌법재 소는 기

자치단체와 통령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에 의거한 통령령, 총리

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령의 직 인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

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

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 법령과 결

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보고 있다.21) 즉, 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헌법재 소 결정은 당시 시행 이던 지방공무

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에 한 분쟁에 한 것이다. 동 규정에서는 근무명령

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하여는 산의 범 안에서 시간

외근무수당을 지 하고(제1항)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하여 당해 공무원

에게 용되는 기 호 의 액의 일정비율을 지 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

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호, 한국공법학회, 2005, 373쪽; 이기우,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균재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4, 321쪽.
20) 헌법규정을 위반한 조례가 무효인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2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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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 이 여하는 것은 우선 지방공무원수당등

에 한규정 제15조는 행정규칙일 뿐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행정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에 배되어 청구

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던 것이다. 문제의 지방

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은 통령령이다. 
그러면 동 규정 제15조는 어떠한 근거에서 통령령으로 정한 것인가. 당시의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호   승 에 한 사항(제1호), 
수당에 한 사항(제2호), 보수의 지 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 에 한 사

항(제3호)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 다.  헌법재 소 결정에서는 ‘행정

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라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범 ’를 가리키는 것이고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문제조항은 헌법 제117조 제

1항에 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설시하는 

것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는 무 하므로 지방자치

단체는 당연히 제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일체 행정규칙의 제정이 허용되지 아니한

다는 취지는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22)

어 든  헌법재 소결정은 법령의 범  안에서의 법령에 법규명령을 포

함시킴으로 해서 법규명령과 조례 사이의 상하 계에 하여 법규명령의 우 를 

선언하고 있는 셈인데(法令優位의 原則), 이에는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례를 자치사무에 한 한 법률이나 법률로 보아야 한다면 조례가 법령보다 

우 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23) 그러나 법규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2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에서는 청주시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이 사건 
정보공개조례안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 침해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
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정보공개조
례안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
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태여 국가의 입법미비를 들어 이러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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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법률의 범  안에서 제정된 것이라면 법률과 일체가 되어 구속력을 

발생하므로 법규명령이 조례보다 우 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조례가 

법규명령에 우 에 선다면 법률의 구속력은 하게 훼손될 것이다.

2) 條例制定이 許容되는 事務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는 임사무와 자치사무가 있다. 自治事務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한 사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하여 행

하는 사무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써, 固有事務

라고도 한다. 자주 인 조례제정이 허용되는 것은 이 자치사무에 한정된다. 아울

러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말하는 그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사무에 해

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하여는 제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기 은 상하의 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 의 지방자치단체도 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24)

委任事務에는 단체 임사무와 기 임사무가 있다. 그  단체 임사무는 성

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해 계를 가지는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기 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지만 국가 스스

로 처리하지 않고 업무의 능률과 국민의 편의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한 사무로서, 주로 국가  이해 계가 있는 사무이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임사무는 기 임사무인데, 기 임사무는 국가사

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로의 임은 법률 는 법률의 임에 의한 법

규명령의 개별 인 임이 필요하다. 법원은 이 에 해 헌법 제117조 제1
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지방자치

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 임사무 한하며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

된 기 임사무는 원칙 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 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고, 다만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23) 유경춘, “조례제정권의 성질ㆍ범위와 한계”, 공법이론의 개, 석정 허영민박사 화
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1993, 398-400쪽.

24) 김순태, “조례상의 형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34호, 입법조사분
석실, 1995,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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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받은 사항에 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  내에서 이른바 委任

條例를 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25)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 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

어서는 그에 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국 으로 통일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한 경비부담과 최종 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단하

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26) 다만 기 임사무에 해 이와 같은 임이 가

능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 ·기술  사항이

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국한하여야 할 것

이다.
기 임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므로 그에 한 행정기 의 침해

가 문제되더라도 권한쟁의심 청구의 상이 되지 못한다.27)

3) 個別法律에 의한 委任 여부

(1) 問題의 所在
앞서 살펴보듯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법령의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국회는 지방

자치단체에 한 입법권능 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는 의무 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

 안에서라고만 규정할 뿐 법률의 임과 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법률의 임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25)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제정이 가능
한가라는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업무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위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85쪽.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은 이를 전제로 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27)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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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에서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은 헌이 

아닌가 라는 이 문제된다. 이에 한 논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한 조례와 

벌칙에 한 조례에 공통하다. 그러나 벌칙에 한 조례는 죄형법정주의와의 조

화 여부에 한 고찰이 벌도로 요구된다.

(2) 共通하는 論議
① 學說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헌성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립한다. 
주의할 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조례는 자치사무와 련된 것과 

단체 임사무에 련된 것 모두를 포함하지만,28) 헌성이 논의되는 것은 자치사

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는 이다. 단체 임사무란 본래 개별법에서 국가나 

상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무처리를 임하고 있기 때문

에29) 조례입법은 순수한 임입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ⅰ) 合憲說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은 법률유보원칙의 당연한 결과

이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입장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에 

한 법률유보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  의

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는데 근거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데 지나지 아니한다.30) 이 입장에서는 헌

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  내란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극 으로 반할 

2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29) 단체위임사무의 예로는, 국가가 직할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를 위해서 특별

시⋅광역시⋅도에 위임하는 경우(하천법 제33조 제3항), 도가 도세의 징수사무를 시⋅
군에 위임하는 경우(지방세법 제53조), 시⋅군이 다른 시⋅군에 의무교육학령아동의 일
부에 대한 교육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기타의 금전징수사무를 구⋅시⋅군에 위탁하는 경우(농지개량
조합법 제51조) 등이 있다.

30) 이준일, 앞의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5, 272쪽; 박균성, 앞의 행정법강의, 993쪽; 홍정
선, 앞의 행정법원론(하), 139쪽;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0판), 신영사, 2006, 772쪽; 장
태주, 앞의 행정법개론, 940쪽; 조정환, 앞의 이론⋅ 례⋅사례 행정법(하), 145-146쪽; 
최태군, 행정법정론(Ⅱ), 율곡출판사, 2006, 339쪽;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393쪽; 조연홍, 앞의 한국행정법원론(하), 142쪽; 조성규, 앞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
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385-389쪽; 정지승,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례연구, 전주지방법원, 1998,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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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의미와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31) 
합헌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성격을 창설규정으로 악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더

라도 그 제정이 주민의 의사만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시 체국민로부

터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이해하는 한 확인규정설과 반드시 어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합헌설에서 주민의 기본권제한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체국민으로부터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단

순히 주민의 기본권제한은 한 일이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체의 

통일성 유지하는 최소한이라고 보는데 근거할 것이다. 합헌설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를 이와 같이 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임

을 받은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32) 
이 게 이해하는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  조례가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하에서 여 히 타당하다

고 할 수 있다고 본다. 
ⅱ) 違憲說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은 지방자치의 헌법  보장의 내

용  조례제정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권에 한 과도한 제약의 소

지가 있다는 에서 헌법에 반된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
령의 범  내에서라는 내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는 무 하게 된다. 
헌설의 논거로는, 지방자치의 헌법  보장의 결과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  안에서, 즉 법령에 반되지 않는 한 자치사무에 하여 자율 으

31)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제2판), 법영사, 2002, 213쪽;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앞의 지방자

치법주해, 135쪽.
* 이에 대해,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121쪽에서는 헌법 제114조 제6항에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령의 범
위 안에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와는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라는 요건이 바로 
개별적⋅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
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으로 풀이된다고 보고 있다.

32) 이기우, 앞의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323쪽 참조.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範圍 / 朴燦柱   497

로 정할 수 있는 자주입법권이 포 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는 추가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데 근거하는 

입장,33) 합헌설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주민의 권리제한이

나 의무부과는 헌법상의 基本權 보장의 상인 ｢국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條例의 지역  효력이 자치단체의 할구

역에 미칠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는 입장34) 등이 있다. 헌설을 

취하는 경우에 법률이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추가조례와 과조례

의 제정도 가능한가 라는 이 문제되는데, 이 은 후술하기로 한다.
ⅲ) 憲法合致的 解釋說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지방자치의 헌법  보장 

하에서 헌법합치 으로 해석하는 한 헌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

장으로 흔히 折衷說이라고도 부른다. 이 설에서는 조례의 본질은 형식  법률과 

달리 행정입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행정권을 실

하기 하여 국가행정보다 자유로운 지 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주민

의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를 통하여 고유한 직 인 민주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한 일반  임법리로서의 구체  임의 법리(헌법 

제75조)는 조례에 해서는 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제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입법권은 민주 으로 정당화된 국가의 입법이 갖는 안 기능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그와 련한 침해

를 수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며, 임의 경우에도 상세

한 법률  규정이 없는 조례제정권의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본권침해를 수

권할 수 없으며, 특히 자유와 재산의 침해를 수권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35)

ⅳ) 權利에 의한 區別說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권리를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기본권  권리와 법률상의 권리로 구별하고, 기본권  권리제한의 경

33) 박윤흔, 앞의 최신행정법강의(하), 130-131쪽; 유상현⋅조인성, 행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7, 105쪽 (두 책에서는 모두 조례제정권의 성질을 조례자주입법설과 조례위임입법
설로 나누고, 조례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이나 전래설 어느 설과도 상용한다고 보면서, 
전래설에 입각한 조례자주입법설을 취한다).

34) 김명길, “조례와 법치행정”, 법학연구 제40권 제1호, 부산대학교법과대학 법학연구소, 
1999, 142-143쪽.

35) 류지태, 앞의 행정법신론, 775쪽; 조성규, 앞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387-388쪽; 정준현, “조례에 의한 자치경제의 통제⋅조정가능성”, 법제연구 제13호, 한국
법제연구원, 1997, 201-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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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의 취지를 존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용된다

고 본다. 따라서 수권법의 내용도 개별·구체 일 것을 요하는데, 기본권  권리가 

아닌 법률상의 권리제한의 경우에는 헌법 제117조 1항의 취지를 존 하여 헌법 

제37조 2항은 여기서 엄격하게 용되지 않는다고 으로써 법률상의 권리의 제

한과 련하여서 지방자치단체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그 수권법의 내용이 

개별·구체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36) 헌법합치  해석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ⅴ) 合憲․立法政策說에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치입법권이 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며 

자치입법권의 구체 인 범 는 헌법의 범  안에서 법률로 구체화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한 사항을 법률의 임에 의해 제

정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그에 

한 조례를 법률의 임 없이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헌법에 반하는 것

은 아니라고 본다.37)

② 判例

법원은 (구)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원칙 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

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성에 비추어 입법정책  고려에서 법률의 

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 

와 같은 경우에 법률의 임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시함으로써,38)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헌성을 부정하고 있다. 헌

법재 소가 법률의 임이 포 인 것으로 족하다고 시하는 것39) 한 지방

자치법 제22조 단서의 헌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

36) 조홍석,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권의 한계”, 헌법학이론; 우재 이명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Ⅰ,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6, 517쪽;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111쪽.

37) 박균성, 앞의 행정법강의, 993-994쪽. 
3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39)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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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

력이 없다고 본다.40)

(3) 罰則에 관한 條例의 特殊問題
① 一般的 論議

헌법 제117조의 조례제정권에 벌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권이 포함되

는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ⅰ) 먼  벌칙의 제정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련한 측면이 문제된다.
違憲說에서는 벌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 을 내

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법률의 임 없이 그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권

능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조례제정권의 범 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정

한다.41) 이에 해 合憲說에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인정하는 조례제정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법률의 임이 없더라도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허

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

의 원칙에 한 외가 아니라, 오히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방의회가 제정하

는 조례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42) 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과 과태료 이외의 형벌을 내

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게 된다.
ⅱ) 조례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도 문

제이다. 
조례를 법률로서 이해하는 條例法律說에서는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한 배가 문제될 여

지가 없다고 본다.43) 이와 달리 조례를 법률이나 법률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에

4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41) 권영성, 앞의 헌법학원론, 239쪽; 홍성방, 앞의 헌법학, 718쪽; 박균성, 앞의 행정법강

의, 994쪽;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146-147쪽.
42) 김철수, 앞의 헌법학개론, 1319쪽; 문광삼, 한국헌법학 (국가조직론), 484쪽; 박윤흔, 앞

의 최신행정법강의(하), 122쪽; 류지태, 앞의 행정법신론, 776쪽(교수는 지방자치법 제
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이 취지라고 본다); 조정환, 앞의 이론⋅ 례⋅사례 행정법(하), 145-146쪽. 

43) 구병삭, 주석 지방자치법, 박영사, 1991, 180면; 박윤흔, 앞의 최신행정법강의(하),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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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법률이 아닌 조례로서 벌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

한 수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권법이 헌법이냐 법률이냐에 따라 헌법수권

설, 는 법률수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확인규

정이냐 창설규정이냐의 과 련되고 있다.
ⅲ) 마지막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생원칙인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Bestimm-

theitsgrundsatz)이 문제된다.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은 처벌법규 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데,44)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을 처벌법규의 임근거로 보

더라도 동조에서는 개인의 처벌에 한 구체 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

어서 구성요건의 제시가 없는 포 인 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罪

刑法定主義를 요구하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라는 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헌설은 바로 이 을 근거로 삼고 있다.45) 이에 해 합헌설에

서는 조례는 주민의 표기 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7
조가 정하는 정도의 추상 인 근거만으로 족하다거나46) 조례법률설에 입각하면

서 죄형법정주의에 한 헌법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의사를 표하는 국회의 승

인없이 자의 으로 벌칙을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표하는 의회에 제정된 조례는 실질 으

로 법률에 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헌법에 반하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47)

② 處罰내용과의 關聯性

죄형법정주의는 본래 처벌내용으로 형벌을 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그 성격

이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헌법재 소는 과태료부과처분 후 행정형벌을 부과한

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48) 이는 행정

44)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결정.
45) 김철용, 행정법 Ⅱ (제5판), 박영사, 2005, 93쪽; 유상현⋅조인성, 앞의 행정법각론, 110

쪽; 김춘환, 행정법 Ⅱ, 조선대학교출판부, 2006, 123-124쪽; 이기우, 앞의 “조례와 법
률유보의 원칙”, 325-326쪽; 정연주,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헌법 례연

구 제1권(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235쪽.
  * 조연홍, 앞의 한국행정법원론(하), 144쪽에서 지방자치법이 형사벌칙제정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하는데,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46) 홍정선, 앞의 행정법원론(하), 141쪽.
47) 구병삭, 주석 지방자치법, 박영사, 1991, 180면; 박윤흔, 앞의 최신행정법강의(하), 133쪽.
48)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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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4. 
12. 31.까지의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에 제15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0조에서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는 고, 10만원 이하의 벌 , 구류, 과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4. 3. 
16. 개정 지방자치법(법률 제4746호)에서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배된다

는 이유로 과태료에 한 부분만 남기고 삭제해버렸다.49)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2007. 5. 11 부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8423호) 제22조, 제27조 제1항에서 

그 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태도에 의하는 한 지방자치법 제22
조 단서는 헌성을 논의할 부분의 실익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50) 행정형

벌의 행정질서법화 상으로51)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반드시 죄형법정주의와의 계에

서 자유스러워졌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앞서의 논의는 그 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2)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그 밖의 분담 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

의 과태료를 …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

벌의 행정질서벌화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의 성격과 련하여 지방

같은 취지.
49) 이러한 태도는 일본지방자치법에서는 아직까지도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조례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옌 이
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두고 있는 것(제14조 제5항)과 
대비된다.

50) 성낙인, 앞의 헌법학, 906쪽(생각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벌칙규정은 신중을 
기할 사항이다. 그것은 자칫 국회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형성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논쟁의 실익은 없어졌
다); 김동희, 앞의 행정법 Ⅱ, 80쪽. 불필요설에 입각하고 있다.

51)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 통고처분은 형벌인 “벌금”이 “벌금에 상
당하는 금액”(범칙금)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고(불
복할 경우 바로 소추절차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비범죄화 문제와 구별
된다), 또 통고처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벌금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며 징역
형 등 자유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행위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형벌의 금전벌화 경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52) 정연주, 앞의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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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27조와 마찬가지로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과태료를 정하는 일반  근거규정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53) 지

방자치법 제27조와는 달리 범죄의 상이 한정되어 있고 별도법률에서 다시 근

거를 규정할 필요 없이 그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와 

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 이다.54)

③ 判例

헌법재 소는 罪刑法定主義와 임입법의 한계의 요청상 처벌법규를 임하기 

하여는 첫째, 특히 긴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

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상행 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으로 정하여야 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  그 상한과 폭을 명

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55) 한편 법원은 경상북도의회가 제정

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한조례안 제1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 한 자, 선서 는 증언

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등에 해서 징역이나 벌 형 등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12조에 하여 법률에 의한 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의 舊지방자치

법 제20조가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

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써 조례 반에 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행 

53) 홍정선, “조례의 법리”, 이화여  법학논집 제2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42쪽.
54)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148쪽; 정연주, 앞의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234쪽.
55)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바62 결정.

* 일본最高裁判所 昭和 37. 5. 30. 판결 (刑集 16⋅5⋅577)도 이와 유사하게 조례는 
법률에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수
권이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김철수, 앞의 헌법학개론, 1319쪽에서는 이 입장을 限定的 法律授權說이라고 부르
며, 이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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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0조에도 반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무효라고 시하고 있다.56) 

3. 檢討

1) 地方自治法 제22조 단서규정의 存․否의 差異

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  안에서 自治에 하여 규정하는 것이기 때

문에(헌법 제117조 제1항) 원론 으로 법령보다 하 규범이다. 헌법 제117조에서

는 조례에 해 법령의 범  안에서 규정하는 한 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

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반 해석에 의해 주민

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과 계없는 내용은 설사 주민

에 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데서도 간 으로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하듯, 법원57)와 헌법재 소58)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헌이 아니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 소의 결정은 임을 규정하는 지방자

치법 제22조가 헌은 아니라는데 그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같은 규

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례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한 내용을 규정

할 수 있느냐 하는 에 한 례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법원 결에

서 비록 기본권 제한에 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

지에 부합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 조례의 성에 비추어 

입법정책  고려에서 법률의 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함에 비

추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17조의 임에 의

해 개별법률에 의한 임이 없더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59)

5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5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58)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59) 장영수, 앞의 헌법학, 345-346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포괄적으로 인

정되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위임 없이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고 해도, 그러한 조례의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면 조례의 실효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심지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
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



504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합헌․입법정책설은 일종의 순환논증의 오류를 안고 있다. 입법정책의 결과로 

채택된 제도가 합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일정한 사항에 한 규율을 입법자에

게 임하고 입법자가 임의 범  내에서 입법을 하 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

치법 제22조 단서가 합헌이냐 헌이냐의 문제를 단하는데 있어서 헌법이 입

법자에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규정하든 규정하지 아니하든 지방자치단체

가 제정하는 조례를 합헌 으로 보겠다고 선언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 제정에서 범 가 문제되는 사무는 단체사무가 아닌 자치사무가 본령인데, 

국가가 자치사무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외에 달리 자치사무에 해 법령을 

통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사무의 본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충돌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치사무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지만 

자치사무를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애당  자치사무에 한 수행방법을 법률을 통해 개별 ․구체 으

로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면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자유와 의무에 련한 내용을 조례를 통해 규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데, 이를 일률 으로 법률의 임을 요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

에서 상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자치사무의 수행과 련하여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에 해 개입할 수 있는 최 한도는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의 내

용과 그 상한 정도이다. 이런 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이고,60) 동

조 단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의 내용과 벌칙규정의 상한 정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61) 

근될 수밖에 없다. 비록 위법한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 사법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제정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성을 시사한다.

60) 결론에 있어서 동지 : 김순태, 앞의 “조례상의 형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 72-73쪽
61) 더욱 헌법 제117조 제1항은 ｢法令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우리 헌법구조상 ｢법령의 위
임에 의하여｣와는 전혀 다르다. 헌법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을 제정
할 수 있는 이른바, 위임명령의 근거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
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
나(헌법 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
령령의 위임 … 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95
조). 이러한 헌법의 규정형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기관에 대한 委任
命令制定權과는 구별되는 自主立法 내지는 自治立法을 보장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자주적으로 
條例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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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되고 있다. 즉, 이 입장에서도 근본 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

서를 삭제하고, 조례에 한 법률유보의 문제는 원칙 으로 일반  법률유보이론

을 통하여 해결하되 지방자치제도에 한 헌법  보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일반

행정작용에 비하여 완화된 형태로 조례와 법률유보의 갈등 계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헌법  보장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62) 

2) 行政立法 種類의 限定性과의 關係

입법사항에 해 법률에서 조례로 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하여야 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는 의무 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

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임입법에 한 일반 인 논의를 유추하는 것이 타당한

가 라는 이다. 임입법의 표 인 형식으로는 통령령․총리령․부령이 있

는데, 임입법과 련하여 헌법에서 허용하는 임입법은 통령령․총리령․부

령으로 한정되느냐, 아니면 告示 등의 행정규칙도 포함하느냐에 해서는 학설이 

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허용하는 임입법은 통령령․총리

령․부령으로 한정된다는 입장63)에서는, 아직 공식 으로 주장하는 학설은 보이

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지방자치에 한 제도  보장의 문제와는 

무 계하게 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가

정하더라도, 행정입법의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

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에 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임하는 것은 일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
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으로, 그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로 해석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윤흔, “法令과 條例와의 관계”, 경희법학, 제27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1992, 52-53쪽. 

6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앞의 지방자치법주해, 136쪽; 조성규, 앞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389-390쪽; 장태주, 앞의 행정법개론, 940쪽; 정지승, 앞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6쪽.

63) 김남진⋅김연태, 앞의 행정법 Ⅰ, 170쪽; 박균성, 앞의 행정법론(상),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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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임은 물론이고 개별 ․구체  임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런데도 헌법이 허용하는 임입법이 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한정된다는 입

장을 취하면서도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에 한 

사항을 조례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임입법은 

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한정된다는 원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조례에 한 임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행정입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치입법이

기 때문이라는데서 구한다면 조례제정권의 범 를 행정입법과 비하여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은 아닌지의 에 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 으로

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테두리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의 도 검토를 요한다.
다음으로, 설사 임입법이 가능한 범 를 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한정하

지 아니하고 고시 등포함한다는 입장에 따르는 경우에 조례로 임할 수 있는 

입법사항의 범 가 문제된다. 강학상 국민에 한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명령(행
정규칙)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이라

고 부른다. 헌법에서 허용하는 임입법은 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한정되느

냐, 아니면 告示 등도 포함하느냐에 해서는 학설이 립하고 있다는 은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고시 등도 포함한다는 학설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합헌성

을 뒷받침하기 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헌법에서는 임입법으로 통령령․총리령․부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입법형식을 시 으로 규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 합헌 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헌

법재 소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개정 차를 요하지 아

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 임을 

할 때에는 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임을 할 때에는 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

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문 ⋅기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

도 포 임 지의 원칙상 법률의 임은 반드시 구체 ⋅개별 으로 한정된 사

항에 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64) 헌법재 소결정의 시는 행

64)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 위 결정과 같은 취지의 선례는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에서 

시작하며, 문제된 행정규칙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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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제기본법을 합헌 인 법률로 하기 한 형 인 憲法의 法律合致的 解釋
의 폐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령

령․총리령․부령 이외의 행정입법으로 임할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이 문

⋅기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이다. 그 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합헌이라고 보더라도 그 

임의 범 는 일반 ․포 인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

․구체 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법령이 문 ⋅기술  사항

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의 이 문제된다. 그런데도 헌법재 소는 조례의 경우는 통

령령․총리령․부령보다 훨씬 범한 포  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65) 이

러한 사정은 조례의 제정범 에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 규정과는 달리 법률의 임이라는 측면에서 단되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이런 에서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은 헌성을 면치 못한다

고 할 수 있다. 

3) 規制로서의 條例와 行政規制基本法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에 의거한 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

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령의 직 인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66) 이 헌법재 소결정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한 것으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유효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를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동조의 헌성이 제기된 바는 

없다. 그 다면 헌법재 소건 학자들이건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유효하다고 보

고 있는 것은 결론 으로는 헌법의 법률합치  해석의 병폐67)에 빠진 것이라고 

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위임에 의해 고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고시이다.

65)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66)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67)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박찬주, 법형성학, 조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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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 인 향상

을 도모함을 목 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동법에서 말하는 규제란 

행정규제를 인 말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 을 실 하

기 하여 국민(국내법의 용을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法令등 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동법 제2
조 제1항 제1호), 法令등이란  法律⋅大統領令⋅總理令⋅部令과 그 임에 의

하여 정하여진 告示등을 말한다(동항 제2호).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는 規制法定主義를 선언하고 ② 규제는 법률에 직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 인 

내용은 법률 는 상 법령이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한 바에 따라 통

령령⋅총리령⋅부령 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문 ⋅

기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하여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 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규제조항과 규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의 조항 사이에는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법령등의 내용은 모두 국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권리제한이나 의

무무과의 효과가 직 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규제라는 개

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규제의 내용이 국민에 해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간 으로 발생시킨다는데 있다

고 추측된다. 이와 달리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규제를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직 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민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규정은 모두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

의하는 규제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에서 행정법상의 규제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직
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면서 국민에게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으

로서 法令등 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수 

2009, 118-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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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이 게 이해하는 것이 행정규제법에서 행정기 은 법률에 근거하

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

는 것(동법 제4조 제3항)과도 조화를 이룬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정의에 의하는 

한,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되풀이하여 규정하는 

단순한 확인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와 달리 규제를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와 간 으로 련을 맺을 뿐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한, 동법 제4조 제3항은 

간 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규제의 제정을 억제

하려는 입법취지가 생명력을 얻게 된다.
조례가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율하는 규제 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조례를 통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론이 조례의 역에도 침투하고, 그로 인해 법률이나 법

규명령에서 조례에 한 임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임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립에는 좋지 못한 향을 미칠 험성이 있다. 더군다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해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한 헌법재 소의 

기결정들은 그 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에 해서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설시내용에서도 이 

을 간 이지만 명백히 하고 있었다.68)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단순한 

행정명령에서 국민의 권리에 향을 미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최 한으

로 억제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은 합헌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최근에 

와서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향을 미치느냐의 

보다는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는 요건에 한 

해석, 즉 법률에 통령령 등 하 법규에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가

능한 한 구체 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

터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해석론에 

치 하고 그 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느냐의 

여부에 한 단은 거의 무 심한 태도로 이행하고 있다.69)

68) 통계청장의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
59 결정;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69)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인 韓藥處方의種類및調製方法에관한規程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 이 결정과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사이의 헌법재판소의 태도차이에 대해서는, 
박찬주, 앞의 법형성학, 365-3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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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행정규제기본법의 용 상이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의 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를 

통한 규제의 남용을 최 한 억제해야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겠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태도의 이행은 결과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법

령의 근거가 없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에서 지방자치법 제22
조 단서와, 이를 근거로 조례를 규제 상으로 규정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헌으

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
조에 근거하여 법률의 임 여부와 계없이 자치사무에 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  남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 와 

련하여 장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Ⅳ. 條例制定權의 範圍

앞서 살핀 포 성에 한 논의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포  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의 제정에는 개개 법률에서 개별 으로 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

인지 여부에 한 것이었다. 조례제정권의 범 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근방법이 다르다.

1. 違憲說과 合憲說의 接近方法의 差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헌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

는 조례가 법령의 범  내에 속한다면 법률에서 조례제정에 해 포  임

을 하 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입법의 경우

에는 포 임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법리를 조례에도 그 로 용함으로써 설

사 조례에 한 임이 포 인 것이어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설에 의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임

한 것과 동일한 범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포 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라고 하더라도 바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면 헌설에

서 조례제정권의 범 를 논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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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합헌설에서는 주민의 자유에 한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벌칙규정

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의 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의 임이 없는 

한 제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임이 있는 경우에 그 임이 개별 ․구체  

임이어야 하느냐, 일반 ․포  임이어도 무방하느냐가 다시 문제된다. 따라

서 합헌설에서는 법률에서의 임이 있고, 임의 정도가 개별 ․구체  임 

는 일반 ․포  임의 기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령의 범  안에

서 제정된 조례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본다면 헌설에서는 임입법의 법리가 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헌설에 입각하더라도 포  임의 허용성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합헌설에 입각하고 그 임이 일반 ․포

 임이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 조례제정권의 범 는 추가조례․ 과조례를 

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은 헌설에 입각하더라도 자치사무와 

련한 사항을 먼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율하는 내용이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범  안에서라는 외연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헌설이라고 하더라

도 합헌설과 마찬가지로 추가조례․ 과조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다만 헌설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의 성격상 유효로 되는 추가

조례․ 과조례의 범 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包括的 委任

1) 學說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합헌인 것을 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에 입법사항을 임하는 경우에도 일반 ․포  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개

별 ․구체  임을 요한다는 입장70)과, 조례는 행정입법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입법에는 지되는 포 임 지의 원칙은 용될 여지가 없으며, 일반

․포  임이 허용된다는 입장71)이 립한다. 설은, 조례의 제정에 법률

70) 권영성, 앞의 헌법학원론, 240쪽; 허 영, 앞의 한국헌법론, 804쪽; 이준일, 앞의 헌법학

강의, 272쪽; 김기영, 앞의 헌법강의, 309쪽.
71) 성낙인, 앞의 헌법학, 1002쪽; 장영수, 앞의 헌법학, 344쪽; 문광삼, 앞의 한국헌법학 

(국가조직론), 482쪽;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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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범 가 포 일 수 있다면 사실상 법률의 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데 근거하는데 비해, 후설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면 이

는 헌법 제117조가 법령의 범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락시킨다는데 근거한다. 주의할 것은 포

 임이 가능하더라도 그 포  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지방자

치법 제22조 단서가 아니라 임을 하는 개별법률의 임규정을 통해 단한다

는 이다.

2) 憲法裁判所의 입장

헌법재 소는 일반 ․포  임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근거를 조

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 인 민주  정당성을 지니

고 있는 주민의 표기 이고,72)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해 포 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

므로 조례에 한 법률의 임은 법규명령에 한 법률의 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는데서 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담배사

업법(법률 제4065호) 제16조 제4항에서 소매인의 지정기  기타 지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령인 담배사업법시

행규칙은 제11조 제1항의 별표 2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   자동 매기란

에서 1. 자동 매기는 이를 일반소매인 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

기 을 용한다. (단서 생략) 2. 청소년의 보호를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 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지역에서 자 기의 설치를 지하고 있는데 해, (제정된) 조례는 법률의 임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임에 의하여 자 기의 설

72) 다만 전광석, 앞의 한국헌법론, 555-556쪽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
령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포괄위임을 제한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
배분에 있어서 法律留保의 원칙을 條例留保의 원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민주적 정당성이야말로 조례에의 위임이 일반적⋅포괄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명길, 앞의 “조례와 법치행정”,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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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제한  철거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 상 규정 역시 자 기의 

면 인 설치 지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의 한계

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73) 다만 사안의 재무부령의 

임이 포 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 包括委任의 限界

법령에서 조례에 한 임을 함에 있어서 포 인 것으로 족하다고 하더라

도 法律留保의 원칙에 의해 법률에서는 본질 인 사항까지 조례에 제정을 임

할 수는 없다.74) 헌법재 소는 TV수신료와 련하여 이 을 명백히 하고 있

다.75) 그리고 이 원칙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한 조례제정의 임에 국한하

는 것은 아니고 공기업의 정 제정에서도 유추하고 있다.76)

앞서 살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에 한 분쟁에서 헌법재 소는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모두 재 임하는 것은 ‘ 임받은 

권한을 그 로 다시 임할 수 없다’는 복 임 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

권법의 내용변경을 래하는 것이 되고, 통령령 이외의 법규명령의 제정⋅개정

차가 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을 고려할 때 하 의 법규명령에 한 

재 임의 경우에도 통령령에의 임에 가하여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마땅히 

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로 하 의 법규명령에 재 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받은 사항에 

하여 大綱을 정하고 그 의 특정사항을 범 를 정하여 하 의 법규명령에 다

시 임하는 경우에만 재 임이 허용된다고 하면서,77) 통령령인 공무원수당등

에 한규정 제15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법률에서 임받은 지방공무원의 수

73)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74)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75)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76)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결정 :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농업기

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이다. 구 농지개량조합법이 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가 종료되게 되었는데, 다만 새 법에서는 임기가 종료되는 
임원들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77)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13 결정을 선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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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한 사항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범 , 지 액 등의 강을 이미 구체

으로 정하고 있고, 따라서 문제조항은  수당규정의 제15조 제1항 내지 제3
항이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하여 강을 정한 바탕 에서 단지 그 

지 기 ⋅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의 범 만을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도록 재

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제조항은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면 으로 재 임

한 것이 아니라 임받은 사항의 강을 규정한 다음 단지 그 세부사항의 범

만을 재 임한 것이므로 결코 재 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

제조항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짓고 있다.78)

4) 機關委任

앞서의 논의는 자치사무에 한 것으로 기 임사무에 한 임과는 다르다. 
기 임사무는 순수하게 임사무의 일종이므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79)

학자에 따라서는 법률에서 조례로의 임범 와 련하여 개별 ․구체  

임설과 일반 ․포  임설 외에 충설이라고 하여 자치조례는 포  임

이 가능하지만 기 임사무에 한 임조례는 구체  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80) 기 임사무는 원래 국가 는 다른 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

터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행정기 의 장이 제

정하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이 가능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 ⋅기

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국한

하여야 할 것이다.81)

78)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7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80) 박균성, 앞의 행정법강의, 995쪽.
81) 이렇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제정이 가

능한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업무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하여 조례
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위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85쪽.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은 이를 
전제로 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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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法律先占과 條例의 競合制定

1) 問題의 所在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조례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에 

하여 법령이 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례는 자치사무에 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범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한다. 이를 法律優位의 原則이라고 하는데, 이를 달리 표 하면 法律先占

의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래 法律先占理論이 형성될 당시에는 법률이 

이미 실체 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해서는 조례제정권이 배제되며, 그것을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법률의 개별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이 선 역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조례제

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은 국가의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되어 지방

자치제도를 제도 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과 충돌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방자

치제도를 제도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범 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82) 이와 같이 법률제정이 제한되는 역을 우리가 지방자치의 본질  

부분 내지 핵심  부분이라고 부를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악할 것이냐, 그

리고 법률이 선 하는 역에 해 자치단체는 추가조례나 과조례의 형식으로 

법령의 범  안에서라는 헌법상의 제한을 돌 할 수 있느냐의 두 가지 이 

문제된다.

2) 制度的 保障의 本質的 部分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부분을 어떻게 악할 것이냐

에 해서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지방자치를 침해한 후에 남아 있는 나머지 부분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나 자기책임성의 보장 내용에 비추어 어떠한가를 따

지는 控除方法과, 지방자치의 역사  발 과정과 그 속에서 성장해온 다양한 

상형태를 기 으로 하여 단하는 歷史的 考察方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83) 이 

82) Carl Schmitt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의미를 입법권행사를 통하여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있다. 조홍석, 앞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
장과 조례제정권의 한계”, 504쪽.

83) 이 이외에 Stern에 의하여 주장된 制度密着基準說이 있다. 이 설에서는 그것을 빼버
리면 그 제도의 구조나 형태가 바뀔 정도로 그 제도와 밀착된 사항을 그 제도의 밀
착된 본질적 요소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516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문제를 제기한 Carl Schmitt는 역사  고찰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은 하나

의 독자 인 정치 ⋅행정  목표실 체계라 할 것이므로 질 인 이해가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가 갖는 역사  성격과 입법권행사가 있

고 난 후에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형성 역이 요한 기 이 된다는 

제 하에 본질내용의 침해는 역사 으로 형성된 지방자치의 실체가 제한되었는

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를 특징지우고, 형태를 특정지우는 구성요소가 당해 역에

서 상실하 느냐의 여부에 따라 단되어져야 한다고 보면서도, 형태를 특정지우

는 요소가 역사 ⋅ 통  찰방법을 통하여 매개되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

국 지방자치의 본질내용은 역사  성격이 결정 인 요소가 된다는 입장,84) 지방

자치가 다분히 역사 ․ 통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구체 인 역사

 상황과 정치 실을 무시하고 그 본질  내용의 침해를 논하기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역사  산물로서의 제도보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일정

한 다칠 수 없는 핵심 인 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 인 

내용의 침해가 있는지의 여부에 한 단은 어느 하나의 기 만으로는 어렵다

는 입장,85) 공제방법과 역사  고찰방법 양자를 모두 포섭하는 한편 미래지향

․시  상황도 고려 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86) 어느 학설도 무엇이 지방

자치제도의 보장 역의 한계인지 구체 으로 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각 설을 

종합 으로 고려하되 기본 으로는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시된 주민의 복

리에 한 사무처리, 재산 리, 자치규칙제정권, 지방의회의 구성이 법률로 침해

할 수 없는 헌법  한계가 되며, 그 이외의 사항에 해서는 지방자치의 실행목

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거리 실 에 실효성이 있는가를 기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수 ․정도․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입장87) 
등이 립한다.

다. 제도의 구조나 형태변화를 가릴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허 영, 앞의 
한국헌법론, 797쪽. 그리하여 본질적 부분을 논함에 있어서는 본문의 두 가지 방법만
을 논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84) 조홍석, 앞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권의 한계”, 505쪽.
85) 허  영, 앞의 한국헌법론, 797쪽.
86) 홍정선, 앞의 행정법원론(하), 73쪽; 조정환, 앞의 이론⋅ 례⋅사례 행정법(하), 83쪽.
87) 정종섭, 앞의 헌법학원론, 768-7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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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修正法律先占理論과 追加條例․超過條例

(1) 修正法律先占理論
법률선 이론은 무주물을 선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듯(민법 제251조 제1항) 일

단 법률이 제정이 되면 배타 으로 법률이 제정된 역에 한 입법권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제정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형해화할 험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제도의 실시가 일천하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 지방자

치의 본질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역사  고찰방법에도 한계가 있다.88) 수정이론

이 등장하게된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 
일본에서 발 한 수정이론은 기에는 明白性理論에 의해 주도되었다. 명백성

이론에서는 법령의 선 역의 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 는 당해법령

이 조례에 의한 규제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한하

여야 한다고 보고, 법령이 조례와의 계에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충

분히 인정되는 법령에 명백히 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명백성 이론은 법률이 선 하는 역에 

해 그 역이 자치사무와 계되는 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에는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경합하는 경우에도 만일 선

하는 법률이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되는 법령의 범  안에서라는 외연을 형

88)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태동은 해방 후 左翼이 주동이 된 자생조직인 건국준
비위원회(“건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美軍政은 이에 대신하기 위해 1946. 8. 10. 서
울시憲章(Charter City of Seoul)을 공포하였다. 이 헌장에서는 서울시(City of Seoul)
를 서울특별시(a municipal corporation to be known as SEOUL)로 하여 독립한 법인격을 
부여하고(제1조), 시장, 시의원(8인) 등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선출직
으로 하며(제5조), 다만 시의원은 1947년 선거에서 임기 4년의 7인을 더 선출, 시의회
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13조). 미군정은 나아가 1946. 11. 15. 도 
및 기타 지방의 관공리, 시의원의 선거(Provincial and Local Elective Officials and 
Councils. 법령 제126호)를 공포하였는데 이 법령에서는 도지사⋅부윤⋅군수⋅島司⋅읍
장·면장과 도회⋅부회⋅읍회⋅면회의 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제2조), 선거는 남
녀 성별에 차별이 없는 일반⋅보통⋅비밀선거의 방법에 의하며(제3조), 각급 지방의회
는 그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폐, 예산의결과 결산보고, 각급 지방의 재산⋅
계약⋅징세⋅사용료⋅수수료 기타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의 결정, 관공리 임명의 추
인⋅해임 및 동의 둥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그 지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의 
제출 등의 직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시행
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이러한 법령이 우리나라 초기의 지방자체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오동석, “지방자치제의 형성과정 -해방 후부터 지방자치법 제정까지-”, 
공법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3, 49-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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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면 경합하는 조례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法令最低基

準論이 등장하 다. 법령최 기 이론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법령보다도 강력한 규제를 하거나 법령의 기 을 과하여 규제할 필요

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는 공해규제분야에서 먼  제기되었고 그리

하여 이를 公害基準 最低基準論이라고 불 다. 그 후 최 기 이론이 공해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치사무 일반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自治事務最低基準論, 지방

자치에 련되는 국가법령의 부분은 최 기 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법문의 

문언에 구속되어 문리해석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本旨에 따라 조리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規制限度法律․最低基

準法律論이 등장하 다. 마지막 이론에서는 지방자치 련법률은 부분이 최 기

법률이 될 것이지만 규제사항의 성질이나 인권보장에 비추어 규제의 최고한도

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최고기 법률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에 특징이 

있으며, 최고기 법률의 최고한도를 넘어서 규제하고자 하는 조례는 무효라고 보

고 있다.89) 

(2) 追加條例와 超過條例
이와 같이 법률선 이론이 법령최 기 론으로 발 되어 갈 때, 법률과 조례는 

자치사무와 련하여 경합하여 제정될 수밖에 없고, 조례가 법률과 동일한 내용

이 아니라면 조례의 내용은 필연 으로 추가조례와 과조례의 형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진화는 굳이 수정법률선 이론이라고 부름으로써 법률

선 론의 흔 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超過條例란 법률의 규율 상과 동일한 상에 하여 법률의 목 과 동일한 

목 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 을 과하여 더 높은 엄격한 규제기 을 정하여 시

행하는 조례를, 追加條例란 국가의 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목 과 동일한 목 으

로 규제하는 조례로서 그 규제 상만을 추가하여 규율하는 조례를 말한다. 환경

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 역시⋅道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 보다 擴大⋅强化된 별도의 환경기 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

우에는 특히 문제될 것은 없다. 법령이 국 으로 일률 인 기 을 두어 균등한 

89) 수정법률선점이론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174-194쪽; 최
우용,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자치입법권 재론”, 동아법학 제2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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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조례가 그 기 을 가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는 것은 당연하다. 

4) 學說

(1) 適用肯定說
앞서 살 수정법률선 이론은 우리 학계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① 憲法學者들의 受容

헌법학자들 에서는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 으로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는 개별  수권 없이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의 ‘법령의 범 ’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법령에의 반을 어떻게 볼 것인

가에 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 이에 하여 과거에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으나 최근에는 허용가능성을 정하는 견해

가 유력하게 두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규제의 한도가 정해

진 경우와 법령이 단지 최 기 만을 정한 경우를 나 어 각기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는 입장,90)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자치를 내용으로 한다는 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새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사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항

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

하는 입장,91) 국가 체를 통하여 획일 으로 다루어야 하거나(법률로 다루어야 

한다), 동일한 사안에서 법률이 선 한 기 보다 가 된 기 이나 강한 형태의 

규제를 가하거나 임의 한계를 과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입

장,92) (법률에 의한 선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사항과 련하여) 사무의 

성격상 명백하게 국가사무인 경우에 이에 한 조례제정은 불가하다. 다만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첩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한 부분에 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어느 사항에 하여 법률

의 선 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과 련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동일

상)이라도 법률과 다른 목 (상이목 )으로 규정하는 때는 법한 것이라고 볼 

90) 장영수, 앞의 헌법학, 345쪽.
91) 김기영, 앞의 헌법강의, 308쪽.
92) 김학성, 앞의 헌법학강의,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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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러나 법률이 일정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법률보다 가 된 기

을 추가하거나 법률의 임한계를 과한 내용의 조례는 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입장93) 등이 있다. 

② 行政法學者들의 受容

다수의 행정법학자들94)은 법령의 범 에 한 해석을 완화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의 통일  기 보다 그 지방자체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높은 기 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 으로 어느 범 에서 허용되는 것인

가에 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가) 一說에서는 (a) 추가조례의 경우에는 추가된 내용은 법률의 임 없이 이

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부부과 는 벌칙의 제

정을 목 으로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을 반한 것으로서 

법하고, (b) 규율목 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이 국가법령의 입법목 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c) 과조례의 경우는 그 조례가 侵益超過條例라면 무효이고, 授益超過條例거나 

수익 과조례도 침익 과조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반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95)

(나) 二說에서는 례가 정립한 기 은 일응의 기 이 된다고 하면서도, 법령

에의  여부는 결국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 국법 체의 통일

성, 지방의회의 입법능력, 조례의 실효성, 당해조례가 수익 인지, 침해 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구체  사안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본다.96)

(다) 三說에서는 법령에 의해 한도가 정해진 경우와 법령이 단지 최 기 만을 

정한 경우를 나 어 각기 다르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법령에 의해 한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과하는 조례는 법하다. 이를 제외한 경우에 과조례

93) 문광삼, 앞의 한국헌법학 (국가조직론), 485쪽.
94) 박균성, 앞의 행정법강의, 998-1001쪽; 장태주, 앞의 행정법개론, 936쪽; 김철용 (집필

자대표), 앞의 註釋지방자치법, 114-115쪽 (천병태 집필부분); 정준현, 앞의 “조례에 의
한 자치경제의 통제⋅조정가능성”, 200-201쪽.

95) 박균성, 앞의 행정법강의, 998쪽; 홍정선, 앞의 행정법원론(하), 137쪽; 최태군, 앞의 행
정법정론(Ⅱ), 338쪽. 김철용, 앞의 행정법 Ⅱ, 88쪽에서는 수익초과조례와 침익초과조
례에 대해서 같은 설명을 하면서도 추가조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추가
조례는 본문의 ①의 문제로 인식하는 듯하다.

96) 박윤흔, 앞의 최신행정법강의(하),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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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조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허용되는 구체 인 기 은 (a) 생존권보장

과 (b) 지역  수요이다.97) 그리고 (a)의 생존권보장과 과 례의 계에 하여

는 법령이 주민의 生存權 보장에 필수 인 사항에 한 自治立法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

히 계법률을 국  최 규제기 (national minimum standard)으로 보아, 필요

한 法律超過規制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이러한 

조례의 제정에는 합리 인 입법사유( 컨 , 실 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주

민의 生存權 보장을 한 법률 과규제를 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유  객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b)의 지역  수요와 과조례의 계의 

계에 하여는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수요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법령만으로는 

지방의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과잉규제를 래하게 될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국  최 규제기 법률을 근거로 각 지방의 행정수요에 응할 수 있는 

법률 과규제방식이 條例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지역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법률 과규제가 자치사무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한, 法律超過

條例가 법률에 의한 임이나 허용을 기다리지 않고 條例로써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98)

(라) 四說은 국가  이해와 지방  이해가 공존하는 분야에 있어서 국가법령이 

지역  특수성을 충분하게 반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범 에서만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특수성에 맞게 규제요건을 追加立法化하는 것은 헌법상 자치입

법의 책무라는 에 비추어 볼 때 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률의 개

인 수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추가조례의 경우), 환경법과 

련하여 국가법령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  통일기 의 제시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기 을 둔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상의 수권이 없더라도 

지역  정서에 합당한 과기 을 정한 조례는 헌법합치 인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과조례의 경우)고 본다.99)

97) 김명길, 앞의 “조례와 법치행정”, 146-151쪽.
98) 김명길, 앞의 “조례와 법치행정”, 147-148쪽. 같은 취지로 이해되는 학자는, 조정환, 앞

의 행정법(하), 140-142쪽; 김남진⋅김연태, 앞의 행정법 Ⅱ, 112쪽; 유상현⋅조인성, 앞
의 행정법각론, 107-108쪽.

99) 정준현, 앞의 “조례에 의한 자치경제의 통제⋅조정가능성”,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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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反對說 내지 批判說

앞서의 학설들은 추가조례․ 과조례에 해 호의 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학자100)나  무 심한 

학자101)가 있는가 하면, 비록 지방자치법 제9조의 해석상 자치사무 는 단체

임사무에 해당되는 행정작용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22조 단서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하므로 실

제로는 상당수의 조례들이 법령에의  여부를 단할 필요도 없이 와 같은 

법률유보의 제한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을 지 하면서, 유사한 입

법목 과 유사한 규제 상을 가진 조례와 법령을 비시켜 놓고 볼 때 과연 그 

조례가 법령의 범  안에서라는 제한을 일탈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단하는 

기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특정한 조

례가 법률의 임을 요한다는 제한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단하는 것은 비교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 무비 으로 소개되고 있는 일본의 明白性

理論이나 national minimum理論 등은 행 법체계하에서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

에 없다는 소수의 비 이 있으며,102) 추가조례․ 과조례에 한 제한  유효성

100) 류지태, 앞의 행정법신론, 775쪽 (과잉금지원칙의 적용하에 특별히 입법자가 법령규정
을 통하여 특정영역에 대한 규율을 직접 행한 경우에는(예컨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해 법령에 의해 규율하는 경우), 당해 영역에 대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 
규율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김동희, 앞의 행정법 Ⅱ, 78-79쪽; 김춘환, 앞의 행정법 Ⅱ, 117쪽 (김동희, 김춘환 교
수는 침익적⋅규제적 초과조례는 위법하고, 수익적 초과조례는 허용된다고 본다).

101) 조연홍, 앞의 한국행정법원론(하), 145쪽; 김성수, 앞의 개별행정법, 391-394쪽 (무언급).
102) 정지승, 앞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6쪽.

* 이기우, 앞의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323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
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입법권의 배타적인 귀속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競合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자치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독
립적이기는 하지만 법률보다는 하위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국회가 입
법권을 행사하는 범위내에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조례로 정할 것
을 위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지침에 의하여 다시 제한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다시 국가기관의 행정입법권
에 접근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임의 정도(명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전히 차별성은 유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의 여지는 행정입법
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논하는 것은 추가조례⋅초과조례이론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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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법원 결103)과 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달리 지

방자치법 제15조 단서라는 조례한계규정이 있으므로, 이와 련하여  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에 하여 약간의 해석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동 

결에서 말하는 법령과 조례의 계에 한 해석의 定式, 즉 조례가 법령의 취지

나 효과를 해하지 않거나 법령의 취지가 국  획일을 요구하지 않고 당해 

조례도 지방의 실정에 부합하는 규율이라고 하여도, 만일 그 조례규정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내지 의무부과 등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에는 그에 한 

명시  임이 없음에도 당해 법률의 ‘취지’의 해석을 통하여, 법령에는 없거나 

아니면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나 제한(추가⋅ 과조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비 이 있다.104)

5) 大法院의 입장

법원은 법률과 조례의 입법취지가 다른 경우에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에 반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

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 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 과 효과를  해하

10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04) 문상덕, “자치입법의 위상 및 기능 재고 -한⋅일에 있어서의 자치입법 한계 논의를 

기초로-”, 행정법연구 제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1, 96쪽.
*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예 개별법령을 입안할 때마다 입법

자가 스스로 그 법령 내지 개별규정에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취지를 명문의 규
정으로 밝히게끔 의무지움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 여부 내지 가능한 경우의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의 
입법작용이 일반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地方自治法과 같은 一般法에 
위와 같은 내용의 立法原則을 法定할 것(立法方式 준수의무 부여). 구체적으로는, i) 
특히 개별법령의 규정이 전국적 획일기준이고 追加 또는 超過條例 등의 가능성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취지일 경우에는 그 뜻을 명문으로 규정하게 하여 자치법규에 
의한 새로운 규율을 예방하거나 차단하여 國法先占의 뜻을 명시하고, ii) 조례에 의
한 새로운 입법사항의 설정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하고자 하
는 취지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며, 
iii) 그러한 법령선점 또는 조례에의 위임의 취지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은 全國的 最低基準 내지 標準룰(rule)을 정한 
것으로 추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법령의 취지를 기초로 당해 지역의 필요에 
상응하여 자치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자치입법(주민의 권리의무관련 사항도 포함
하여)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앞의 논문,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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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가 없는 때, 는 양자가 동일한 목 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국에 걸쳐 일률 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

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

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반되

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105) 한편 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시행

규칙은 그 법 제4조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법 제

56조 제1항과 그  제8조에서 자가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

차와 재정량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

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규칙 제10
조 제2항 제3호, 제13조 [별표 1]의 3에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 규모의 차고를 확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행규

칙 제56조 제2항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차고지확보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달리 조례로 차고지확보의 상 

 기 을 정할 수 있도록 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 법령인 조례로서 차

고지확보의 상을  법령이 정한 것보다 확 하고(자가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 미만의 승합자동차와 재정량 2.5t 미만의 화물자동차에까지) 한 확보해

야 할 차고지의 면  등을 조례안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 보다 확  는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자동차운수

사업법령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고 있다.106) 그러나 이 결의 취

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서는 아니 되고, 단지 입법취지가 동일한 한 그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107)

6) 私見

(1) 制度的 保障의 本質的 部分과 관련하여

제도  보장의 본질  부분을 어떻게 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공제방법과 

역사  고찰방법 양자를 모두 포섭하는 한편 미래지향 ․시  상황도 고려

10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10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
107) 장태주, 앞의 행정법개론, 936쪽에서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에 대해 

修正法律先占理論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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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외국에서의 배분하고 있느냐가 유력한 

참고가 될 것이지만, 근본 으로는 헌법을 제정하는 헌법제정권력이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라는 헌법제정권력의 의사가 결정

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문제에 해서는 이미 헌법변천이 진행되고 있

는 부분이라고 본다.

(2) 憲法의 法律合致的 解釋의 危險性
수정법률선 이론과 추가조례․ 과조례에 한 유연성을 보이는 학설들은 

부분 그러한 이론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의 계로 시각을 집 하고, 그

와 같은 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요구하는 법령의 범  안에서
조례의 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수정법률선

이론이나 추가조례․ 과조례에 한 이론들이 논의되어야 하는 진정한 역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무과 는 벌칙의 제정과 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무과 는 벌칙의 제정과 련

한 조례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하다는 다수설  이해에 따르는 한, 
수정법률선 이론이나 추가조례․ 과조례에 한 이론의 용에 앞서 과연 법

률이 그러한 임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먼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하

여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률에서 수정법률선 이론의 수용이나 

추가조례․ 과조례의 제정을 미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침묵을 지키는 

경우에는 추정으로 본다는 식의 이론이 용될 여지가 없다. 
일본에서 수정법률선 이론이나 추가조례․ 과조례에 한 이론이 형성된 것

은 다분히 일본지방자치법의 규정내용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지

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는 의무 부

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는 것과는 달리 ①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제2조 제2항

의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

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 에 조례에 반한 자에 해 2년 이하

의 징역 는 고 … 의 형을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리 법원 결이 보고 있듯, 법령의 범  안이라는 의미를 법령에 반되지 

아니하는 범  안으로 풀이한다면108)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과 일본지방

자치법 제14조 제1항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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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보과와 련하여서는 법

률의 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 단서를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리고 법

률의 임 정도를 일반 ․포  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개별

인 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수정법률선 이론이나 추가조례․ 과조례

에 한 이론을 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법 제117조에서 허용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한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법률선 이론이나 추가조례․ 과조례에 한 이론이 받아들여

지기 해서는 마찬가지로 제정된 조례가 법령의 범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헌법과의 연계성을 외면하고 바로 지방

자치법 제22조와의 련성만을 논하는 것은 제정된 조례가 헌법  요건을 통과

하 다는 것을 제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의 법률합치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憲法變遷의 形成領域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조례․추가조례에 해 유효하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자치사무 반에 확 하는 것은 피하여야겠지만, 법령

최 기 론이 등장한 계기가 되는 공해 등의 역에 하여는 이미 환경권이 헌

법상의 기본권으로 고양되고 있고,109) 국민일반의식에는 환경과 련한 법률의 

내용이 무 느슨하다는 에 이미 일반  공감 가 형성되고 있다는 에서, 법

률의 규정내용에 하여 추가조례나 과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률 반

은 물론이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  안에서라는 요건을 무시하

다는 이유로 헌이라고 다툴 여지는 제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변천을 반 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신행정수도이 과 련하여 

헌법제정권력이 습헌법을 형성한다는 을 명백히 하는바, 이러한 헌법변천에 

해 헌법제정권력이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학자들이 논의하는 추가조

례․ 과조례의 허용성이 문제되는 사안 가운데 어느 정도나 헌법변천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될 문제이다.110)

108)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109)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9 결정.
110) 헌법변천과 관습헌법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가. 헌법변천을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요

건으로 ① 헌법변천의 성립요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게 반복․계속된 사실관계가 
유권해석기관에 의해 불변⋅명료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物的 要素와, 제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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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法律의 先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치사무에 속하는 일정분야에 있어서 법령이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즉 법률공백분야에 해서는 법률선 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므로 법률선 이

론이 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행사하여 법률에 앞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

고, 이를 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111) 그러나 이에 해서는 입법의 공백분야

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계되는 사항은 조례의 규율 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설,112) 법령에서 어떠한 사항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하다는 것에는 국가의 법률이 그 사항에 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아니하

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고, 법률로서 일률 으로 규제하는 것을 피하고 지역실정

에 따른 규제를 인정한다는 취지일 수도 있는데, 자의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설113)이 립한다.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법률 제5242호)은 1996. 12. 31.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 인 1991. 11. 25. 청주시의회는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청주시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소송을 제기하 는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는 의무의 부과에 

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

정에 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 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

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규범력이 상실되고 사실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확신 내지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 心理的 要素의 두 가지를 인정하는 입장(성낙인, 앞
의 헌법학, 58쪽;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민사, 2001, 50쪽)과 ② 헌법변천의 의미에서 
볼 때 헌법변천은 헌법실현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관희, 한국민주헌법

론 Ⅰ, 박영사, 2003, 49쪽)이 대립한다. ①설을 관습법과 관련하여 國家承認說과 궤
를 같이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헌법변천은 사실상 관
습헌법의 성립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헌법해석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제정권력의 의사탐구라고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정확한 입장은, 박
찬주, 앞의 법형성학, 88-96쪽 참조.

111) 류지태, 앞의 행정법신론, 775쪽 (입법자가 직접 규율하지 않아 법령에 의해 규정되
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이 原始的인 자주적 권리의 성질을 가진다).

112) 김홍대, 앞의 지방자치입법론, 208쪽.
113) 김철용 (집필자대표), 앞의 註釋지방자치법,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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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114)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

시 법률의 개별  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시한 바 있다.115) 이

러한 정보공개제도를 법률에 의해 박탈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법률의 선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례의 선 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법률이 규율하게 된 경우에 그 조례의 효력이 어떠한가 라는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는데, 이에 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조례가 먼  선

이 이루어진 역에 하여 법률이 뒤이어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 

추가조례나 과조례를 허용하는 것인지의 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러한 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법률을 제정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조례제정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례선 ).

Ⅴ. 맺음말

필자는 본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근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 을 보장하기 하여 주어진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인 헌법 제117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에 한 제한과 의무

의 부과  형벌에 한 규정을 두기 해서는 개별법률에서 임이 있어야 가

능한 것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헌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

는 조례가 법령의 범  내에서 주민의 권리에 한 제한과 의무의 부과  형

벌에 한 규정을 하더라도 법률에서 조례제정에 해 포  임을 하 는가

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포

임은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법리를 조례에도 그 로 용하여 설사 조례에 한 

임이 포 인 것이어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자

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임한 범 와 동일

114) 유상현⋅조인성, 앞의 행정법각론, 109쪽에서는 정보공개제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권리만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권리제한(예컨대,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
한하는 것) 또는 의무부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11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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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포 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바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헌설에서 조례제정권의 범

를 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합헌설에서는 주민의 자유에 한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벌칙규정

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의 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의 임이 없는 

한 제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임이 있는 경우에 그 임이 개별 ․구체  

임이어야 하느냐, 일반 ․포  임이어도 무방하느냐가 다시 문제된다. 따라

서 합헌설에서는 법률에서의 임이 있고, 임의 정도가 개별 ․구체  임 

는 일반 ․포  임의 기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령의 범  안에

서 제정된 조례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본다면 헌설에서는 임입법의 법리가 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헌설에 입각하더라도 포  임의 허용성에 한 논의

의 배경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합헌설에 입각하고 그 

임이 일반 ․포  임이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 조례제정권의 범 는 추

가조례․ 과조례를 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은 헌설에 입각하더

라도 자치사무와 련한 사항을 먼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율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범  안에서라는 외연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헌설이라고 하더라도 합헌설과 마찬가지로 추가조례․ 과조례의 문제가 제기되

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헌설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의 성격상 

유효로 되는 추가조례․ 과조례의 범 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조례가 행정규제기본법의 용 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조례가 

행정규제 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앙정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이나 의무부과 내지 벌칙에 한 규정이 설령 최소기 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최소기 을 국 으로 통일성 있게 용하도록 하기 해 이를 벗어

나는 경우에는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 으

로 추가조례․ 과조례를 불허하게 된다는 이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이 

운용된다면 행정규제기본법은 결과 으로 헌성을 띄게 된다. 법령최 기 론이 

등장한 계기가 되는 공해 등의 역에 있어서는 이미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고양되고 있고, 국민일반의식에는 환경과 련한 법률의 내용이 무 느슨

하다는 에 이미 일반  공감 가 형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조례나 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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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유효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만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
령의 범  안에서라는 외연이 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면, 이 부분은 헌법제정

권력에 의해 헌법변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들에 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 한다.

투고일 2009. 2. 18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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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Ground and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116)

Chan-Ju Park*

The writer asserts in this article that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bases on the Constitution §117 (1) which represents the resolution of enactment 
power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o of the Local Autonomy Act §22 is 
unconstitutional which regulates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rights of residents, the imposition of obligation on residents, or 
penal provisions without delegation of individual laws.

If we stands on unconstitutionality theory,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individual law delegates comprehensively so long as the municipal ordinance 
restrict the right of residents, imposes obligation on residents or stipulates the 
penalty within the limit of the laws and subordinate statutes. Comprehensive 
deleg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void. If we apply this void doctrine on 
the delegation of municipal ordinance enactment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to 
the ordinance is void, nevertheless the local government can enact the same 
provision based on autonomous power of enactment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and this enactment cannot be treated as void. But it does not 
eliminate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s as the Constitution restricts the enactment power within the 
delegation of the laws and the subordinate statutes. 

Under the constitutionality theory, local government cannot enact restricting the 
right of residents, imposing obligation on residents or stipulating the penalty 
without delegation of individual laws. Though the individual laws delegate the 
enacting power, subsequent problem arises whether general or comprehensive 
delegation is suffice or individual and specific delegation is necessary. If we 

* Professor, 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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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on constitutionality theory and hold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delegation,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has to be discussed centering additional 
municipal ordinances/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Under above-mentioned unconstitutionality theory, applicable room for doctrine 
of delegated enactment doesn’t exist.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fundamental 
background of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s the notion 
of within the limit of the law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ms the brink of the 
extent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117 (1). So the effectiveness of additional or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but the permissible exent under unconstitutionality 
theory is broader than that of constitutionality theory. 

The next problem we should not neglect is municipal ordinances are subjects 
of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he municipal ordinances are 
regulated by the above-mentioned Act, the Central Government easily tend to 
restrict not to circumvent the limit of the laws though the limit is enacted as 
minimum standard under the good name of maintenance of uniformity. and this 
regulation leads the additional or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unpermissible 
regulations. If we operat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law 
falls under the unconstitutional category regardless of its merit. In the province 
of pollution and similar province from which emerges the minimum legal 
standard theory, environmental right enhances as constitutional right, and the 
general citizen regar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corresponding laws are 
too loose. This sort of citizen’s awareness requires the additional or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stricter than the standards provided by the laws effective, 
and if the notion of within the limit of the laws and subordinate statutes
under the Constitution §117 (1) forms the barrier, we should the restriction of 
the Constitution be removed by the constitutional transition.

Key words: doctrine of institutional guarantee, municipal ordinanc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o of 
the Local Autonomy Act §22, comprehensive delegat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ory of prior occupation by 
law, minimum legal standard theory, additional municipal 
ordinance/excessive municipal ordinance, constitutional tran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