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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행정입법은 우리 법체계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자리매김하여 광범위한 사
회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관 행정청이
올바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에 이르게 된 과정인 행정입법절차가 중요하게 된다. 사회의 다양한 입법
근거 사실들이 정확하게 포섭되도록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
당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행정
입법을 위해 행정입법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법체계는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입법의 경우 그러한 발전
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경우에 있어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행정입법과 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행정법체계의 다
른 영역에서의 진보와 견주어보았을 때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행정입법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 열린 마음으로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는 곧 행정과 국민의 관계설정의
문제이다.
행정입법절차는 단순히 행정입법을 위한 행정청의 사무처리과정이 아니
라 결과물인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이에 근거한 후속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입법절차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행정
입법의 내용적 타당성 확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사전적 권
리구제 수단이라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이러한 순기능은 행정입법절차를
하나의 일반적 체계로서 파악하는 관점을 통하여서만 충분히 달성될 수 있
다.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체계적 논의는 독일과 미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절차 특히 의견수렴절차의 발전 및 적용
에 관한 연구 자료로서 독일과 미국의 논의를 분석하기로 한다. 독일의 경
우 일반적인 행정입법절차 규정의 마련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
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절차의 지나친 경직화와 그 반작용으로서 절
차적 요건의 잠식의 시행착오 사이를 오가며 광범위한 연구 및 실제 적용
례의 분석이 있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행정입법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을 간략하게 살
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의 행정입법
제도 운영 그리고 개선 논의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양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의 선진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시행착오는 반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절차의 핵심 요소들을 정제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의 모델을 구
상해본다. 이러한 모델은 주관 행정청의 행정입법 재량을 존중하는 탄력적
성격을 가진다. 의견수렴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자 집단은 행정입법 내용의
‘이해관계 조정’의 요소, ‘전문성 요청’의 요소, ‘법률전문성’의 요소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행정입법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다수 이루진 바 있으며, 정부의 각 부처
에서도 계속적으로 행정입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모델을 제시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행정실무
에 대한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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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s no longer an inevitable anomaly but rather a major pilar
of the legal system. However,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right threshold
for each specific case is a conundrum with no predetermined answer. The
resultant administrative rule can only be justified by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of specially
interested groups. In a pluralistic society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gather the diverging opinions of interest groups to form the basis of
administrative rules and standards. Transparency of the process is a
prerequisite for the rule of law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s.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law system has developed
remarkably though the enact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Code in
terms of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e. In spite of such
progress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till remains in the dark. It
is hard to overlook the unsettling fact that many administrative rules are
established unilaterally by agencies and executed by that same agency.
Therefore, the time has come to think openly about concrete methods
through which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ss can be improved and
fortified. This is indeed a matter of recreating the relationship of the
administrative power vis-a-vis the peopl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ss is not only an internal
working procedure but has its inherent significance. The legislative
process justifies the legality of the resultant administrative rule and
following administrative action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confers

upo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ss

the

responsibility to guarantee the content quality of the rul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an advanced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Such
inherent responsibilitie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ss can only
be fully realized under a uniform and systematic point of view toward
the process.
There

have

been

systematic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ss in Germany and the U.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provides

development

sufficient

and

research

application

of

material
legislative

for

the

study

processes

in

on

the

agencies,

specifically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In the case of Germany there
have been in depth scholarly research on drafting of a comm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 code. In the U.S. there have been
oscillations between an excessively ossified executive legislation process
and

an

overly

simplified

process

which

was

criticized

for

the

encroachment of procedural require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present

situation

by

examining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under the current system in
South Korea. Then the cases of Germany and the U.S. are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deduce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system.
The progressive aspects of the two foreign systems are to be adopted
through adaptation and the examples of trial and error should be heeded.

Finally,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 to be distilled from the above mentioned
study so that a new model for public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can
be designed. The public participation model respects the discretionary
powers of the agency and retains a reflexible characteristic. The specially
interested groups are determined by elements such as 'resolu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requirement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review
through legal expertise'.
There have been ample research with regard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government ministries also continuously conduct researches
on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system. This study is
an effort to view the issue in a new light and thereby proposing a
creative model for the future. Therefore, further research and analysis of
administrative

practice

is

certainly

needed

to

complement

shortcoming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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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의식은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의 의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입법의 민주
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와는 별개로 행정의 입법재량 행사에 있어 필요한 객관적 사
실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였는가의 문제이다. 행정입법은 그 소송법적 처분성 여
부를 떠나서 행정의 계속성, 자기구속성 그리고 대상영역의 포괄성 때문에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과 관계되며, 많은 경우 국민들 간의 법률관계에서 결정적 요소가 된
다. 그리고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기준으로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
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현대 사회의 다양성, 전문성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
리 법체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1)

행정입법에 관하여 국회, 법제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심사의 방법
으로 사후적 그리고 외부적인 통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2) 그
1) 현행 법령 수 (2013. 12. 31. 기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법규명령
부령
기타(국회규칙 등)
행정규칙(2013. 12. 30. 기준)
종합

1,304
1,518
69
1,127
327
7,711

소계 1,304

소계 4,345
소계 7,711
13,360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 (2014. 1. 3. 접속)
http://www.law.go.kr/lawNowStP.do (2014. 1. 3. 접속)
2) 행정입법의 외부적 통제 관한 선행연구로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강장석.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강화 방안”, 의정논총, 제1권 제1호, 한국의정연구회, 2006,
5-34면; 김대인,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5권, 유럽헌법학회,
2009. 6., 263-291면; 김병화,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1999; 김봉채, “행정입법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한국공법학회, 2008, 229-257
면; 김성률,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원광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07-143면; 김용선,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연구 제33
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1-25면; 김춘환,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에 의한 통제”, 공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6, 51-90면; 고헌환,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법학연
구 제36권, 한국법학회, 2009, 23-50면; 박영도,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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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행정입법이 우리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학계
와 실무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입안이 되어 시행중인 행정입법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사후적으로 시정되더라도 이미 투입된 비용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법학의 역할이 사후적인 사법심사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행정
입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동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상
영역에 관한 정보수집과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근거로 타당한 행정입법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볼 차례가 되었다. 행정정책이 실질적 법규로 성문화
되는 순간 규범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추가되므로 행정입법절차에 그만큼 신
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입법 입안의 기본원칙으로 ①필요성, ②적법성, ③적절성, ④조화성,
⑤명확성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고,3)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현재 국민 의견수렴절차로서 행정절차법상 법규명
령에 대한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의견제출제도와 공청회가 존재한다. 그러
나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예외규정이 있으며,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된 바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행정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의 구체화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예컨대 다음 예
를 들어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예시 1.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 훈령4)의 경우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관한 행정규칙
이다.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단체, 한국노동자단체, 산업
정법연구 제1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4, 125-174면; 이상천, “추상적규범통제 도입을 위한 시
론: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5권, 2011 59-94면;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1-30면; 장영철,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한국공
법학회, 2008, 155-180면; 최송화, “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2호,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71-102면.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
4)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 훈령[시행 2012.3.1] [법무부훈령
제853호, 2012.2.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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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관련 행정기관 간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이익형량이 필요하
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 훈령의 행정입법절차가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시 2. 보건복지부고시인 감염병 진단기준5)은 다양한 영역에서 기준
으로 감염병환자 판단기준으로 작용된다. 출입국관리 영역에서
는 입국금지 대상자로서의 감염병환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
다. 이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에 우리의 행정입법절차가 그러한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시 3. 난민법 시행규칙6)은 난민신청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의 구체적
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령 뿐만 아니라 국제조
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행정법상 다른 권리구제 체계와도
정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입법이 작동하게 될 법체계와
정합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입법절차에의 국민 참여에 대한 현실적인 요청과 법령상
국민 의견수렴의무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절차
의 구체적인 모습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자료로 선진국
의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절차를 비교분석 하되, 행정의 신속, 효율을
존중하는 대안적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표는 현행 행정입법절차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절차
의 미비점들을 찾아보고, 독일과 미국의 경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의견수렴절
차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향후 국민의 의견수렴 방법
에 관한 학계와 정책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5) 감염병 진단기준[시행 2013.9.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0호, 2013.9.13, 일부개정]
6) 난민법 시행규칙[시행 2013.7.1] [법무부령 제795호, 2013.6.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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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행정입법절차의 강화 방법으로서 국민의 의견수렴절차에
대해 연구를 할 것이다. 연구의 준비 단계로서 관련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혼
선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절차를 행
정절차법상 절차와 기타 행정입법에 대한 법령상 절차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
다. 현행 제도의 개관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의 관점에서 행정입법절차를 진
단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행정입법제도, 그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논의
를 살펴보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행정입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과 일반적 행정입법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최
근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
절차와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다. 특히 협상절차
는 국민이 주관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상
절차의 내용과 성패에 대한 평가는 의견수렴절차의 도입에 있어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독일과 미국의 행정입법절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 행정입
법절차에 대한 참여를 위한 필수적 요소들을 선별하여 보도록 하겠다.
제4장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추출된 의견수렴절차의 요소들을 재
검토하여,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절차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다. 의
견수렴절차 제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며
문제제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정리하고, 행정입법절차에의 국민의
의견수렴절차 도입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활발한 논의를 촉구하며 마무리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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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어의 정리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괄하여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의미한다.7)8) 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을 일컫는다.9)10) 행정입법의 내용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학
설의 논의와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11)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이라도 행정의 행위규범으로서 다양한 행정작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 기준에 따른 법규명령과 행
정규칙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행정입법을 사용하고, 행정입법을 발령하는 행정기관을 ‘주관 행정청’으로 통
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의
7) 김동희, 행정법 I, 제18판, 박영사, 2012, 135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1판, 박영사, 2013, 167,
168면.
8)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절차, 의견수렴절차는 이 논문에서 자주 사용할 용어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용어를 아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이 아닌
부분(특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서까지 개념 정의와 경계 획정을 엄밀하게 하고자 하
는 의도는 아님을 밝혀 둔다.
9) 김동희, 전게서, 137-140면, 152-157면; 박균성, 전게서, 207-220면.
10) 법규명령으로 분류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규성이 인정되며, 국민에 대한 외부효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그 외의 행정입법의 경우 행정규칙으로 분류되며, 법규성과
외부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동희, 전게서, 137면, 166-179면.; 박균성, 전게서, 169-176면, 211-220면.
이와 같은 형식적 분류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의 실질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
는지 여부’에 따른 본질적 ‘법규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지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박정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
집, 2013.4.12., 31면.
11) ① 판례는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 법규명령에 해당한
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주택건설사업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
② 부령의 형식으로 제재적 처분기준이 정해진 경우 내용의 실질에 따라 행정청 내부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
그러나 부령 형식이라도 처분기준에 따라 구체적 처분이 발령된 경우 법원은 섣불리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과징금부
과처분취소 판결.
③ 또한 본래적 행정규칙이라도 평등원칙에 의한 간접적 외부효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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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형식보다 규율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의견수렴절차란 입안단계에서 행정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역의 관계자
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관
계자는 행정입법의 대상과 관계되는 이해관계 집단, 전문가, 다른 행정기관
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집단은 행
정입법의 구체적 내용 확정에 따라 권익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와 같이 국민이 행정입법절차에 참여하고, 대상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 및 자
료를 제출하고, 관련 행정기관이 협의를 하는 절차는 구체적인 명칭을 불문
하고 의견수렴 또는 참여 기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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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입법절차

제1절 개설
행정입법의 입안 단계는 행정청이 이미 수립된 정책결정을 규범의 형태로
성문화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12) 행정의 입법권 행사의 근거는 대통령령의 경우 헌법 제
76조, 총리령, 부령의 경우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칙의
경우 상급 행정청의 감독권 또는 처분청 고유의 처분권에 근거가 있다. 행정
입법재량은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입법의 필요성 및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계획을 하고, 구체적인 문언으로 성문화 하는 과정에
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법규명령의 경우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수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률우위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에 어
긋나는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유보 원칙과 법률우위 원칙이 행정입법의 한계를 정하는 기본원칙이
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
호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13)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 행정입법재량 행사의 한계 또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더구나 사후적으로 사법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재량권 행사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대부분 처분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행 법규명령의 입안에서부터 공포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14) 아래의 절차 중 일부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는 행정관
행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정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언어의 형태
로 구체화 되며(입안), 법령안이 확정되면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
12) 이세정,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1. 06., 10면.
13) 박정훈,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제4장, 서울: 박영사, 2005, 113면.
14) 이하의 내용은 한상우, “행정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통제”,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4.12., 6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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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한다(관계기관과의 협의).15) 국가의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법규명령은
여당의 정책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친다(당정협의).16) 여기까지 진행되어
수정된 입법안을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17) 대통령
령의 경우 그 다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부처별 규제에 관한 영향분석
이 이루어진다(규제심사).18) 법제처는 행정입법이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는
지,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법제처 심사).19) 다음으
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부의되어 심의되고(차관회의·국무회의 심
의),20)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대통령
의 재가와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이 부서).21) 마지막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모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된다(공포).22) 또한 대통령령, 총
리령, 부령이 법류의 위임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23)
행정규칙의 경우 주관 행정청의 국장이 행정규칙의 제정·개정안을 작성하
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는다(기안).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의 대상
이 아니지만,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해야 하며,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24) 규제심사를 받는 법률 또는 법류명령의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은 규제심사의 대상이 된다(규제심사).25)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요청하는 경우 훈령, 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법체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법제처의 사전자문).26)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안은 해당 기관장
15)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 2013.10.10.] [대통령령 제24792호, 2013.10.10., 일부개정] 제11조 제3
항.
16)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2008. 3. 18. 국무홍리훈령 제506호]
17) 행정절차법 제43조, 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시행
2013.1.23] [총리령 제1005호, 2013.1.22, 일부개정] 제10조.
18)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 제12조
19)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20) 국무회의규정[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5조
21) 헌법 제82조
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항, 제2항.
23) 국회법 제98조의 2.
24) 행정절차법 제46조
25)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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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재를 받아 시행이 된다(발령).27)28) 다만 처분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제2절 행정절차법상 절차
Ⅰ. 행정입법예고와 의견제출제도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는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국
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예고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제출받는 제도이
다. 행정입법예고 제도는 현행 행정입법절차에서 국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행정입법예고제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전자관보에 게재,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입법참여시
스템, 국가입법정보포털 웹사이트를 통한 입법예고로 이루어지고 있다.29)
2012년 개정 이전에는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
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어야 한
다. 2012년 개정 과정에서 행정입법예고의 대상이 전면 개편이 되었고 행정
입법예고의 예외 사유도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입법안에 중요한 변경이 있
는 경우 다시 예고할 의무가 규정되었다.30)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개정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의 법제처장의 적정
성 판단이 신설되었다.31) 이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정부로부터 행정입법예고
2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6항
27) 한상우, 전제논문, 67, 68면.
28) 이 밖에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훈령발령원보 또는 고시원부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9)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국민입법참여시스템: http://community.klaw.go.kr/
국가입법정보포털: http://www.klaw.go.kr/main#
30) 행정절차법[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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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독자적으로 적정성 판
단을 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적용된다.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입법안
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인 반작용이다.
의견제출은 행정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를 존
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2)

Ⅱ. 공청회

공청회는 행정입법의 입안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절차
법 제45조에 따라 개최되며, 이에 처분에 대한 공청회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
38조 내지 제39조의2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행정청은 공청회 개회 14일 전
까지 공청회에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러한 공청
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청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청회는 행정입법안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 발표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데, 발표자는 행정청이 선정을 한다. 발표자의 지명 또는 위촉 기준으
로는 입법안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행정입법안의 사안과 관련된 전문분야
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행정입법안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
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공청회는 발표자가 공청회 내용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응답과 방청인이 의
견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구체적인 실시 방
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33) 공청회
31)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
32)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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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사실과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
정청은 이를 행정입법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는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34)

Ⅲ. 행정예고와 의견제출제도

행정규칙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의 행정예고
가 있다.35)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는 행정청의 정책, 제도 또는 계획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많은 국민과 관련되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
우를 위한 것인데,36) 행정규칙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다. 그러나 행정예고의 경우 포괄적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예고기간 또한 20일로 행정입법 예고보다 짧다.37) 다만 정책, 제도 또는 계
획의 변경이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경우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대체할
수 있다.38)39)
또한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는 입안을 한 경우 그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
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40) 행정예고의 대상은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와 홈
페이지 주소를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
야 한다.41)
행정예고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그 의견을 검토
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처리결과와 처리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터넷에 게
33)
34)
35)
36)
37)
38)
39)
40)
41)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3항.
제46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예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2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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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42) 이러한 행정예고 또한 앞서 살핀
국민입법참여시스템 또는 국가입법정보포털과 각 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절 기타 법령상의 행정입법절차
Ⅰ. 법제업무규정상 절차
1. 법제업무규정의 목적 및 성격

법제업무규정43)은 정부의 법제업무 중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개
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4) 그리고 모든 입법 활
동은 헌법과 법령의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
어져야 한다고 하여,45) 행정입법의 절차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관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일반적 행정입법절차
가. 행정입법예고
법제업무규정 제4장에서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을 위한 일반절차로서 입
법예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제정, 개정의 경우 주무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46) 입법예고의 방법은 관보, 신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할 수

4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4 제1항, 제2항.
43)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 2013.10.10.] [대통령령 제24792호, 2013.10.10.,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행정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4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
45)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4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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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을 활용하여서 입법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
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47) 이는 일반적인 입법예고와 달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초로 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하여 주관 행정청에서 결정할 수 있다.48) 처리 결과와 이유에 대하
여는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대통령령의 경우)하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총리령,
부령의 경우)해야 한다.49) 한편, 주관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이나 이해관계 집
단에게 법령안의 내용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50)

나. 관계기관 협의
법령입안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되는 기관의 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51) 관계기관 사이에 의견이 불
일치하는 경우 법제처장에 해당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52)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장을
의장으로 하여 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그리고 기획재
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 공무
원으로 구성되어 법령안의 일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53) 이와 같이 법령
의 입안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협의에 관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47)
48)
49)
50)
51)
52)
53)

법제업무
법제업무
법제업무
법제업무
법제업무
법제업무
법제업무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시행규칙 [시행 2013.1.23] [총리령 제1005호, 2013.1.22, 일부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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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입법안에 반영
된다.

다. 법제처장의 법령안 심사
법규명령은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절차 그
리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장의 심사를 받게 된다.
먼저 법체저의 위 세 단계의 절차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법령안이 정부입법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헌소지가 있거나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법령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
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의 경우 반려하여 주관 행정청에 돌려보낼 수 있다.54)
다만,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사
전 심사를 받을 수 있다.55) 이와 같이 법제처의 포괄적인 법령안 심사 권한
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사후적 심사절차이며, 법령의 체계적합
성 및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나아가 법제업무규정 제23조에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통령훈령안과
국무총리훈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규칙
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
훈령의 포괄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훈령
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3. 특수한 행정입법 제도
가. 국민참여입법시스템
현행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은 법안의 확정 과정을 부처 간 협의에서부터
국회심의까지 단계별 법안을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2011. 10. 28.부터
도입되었다.56) 전자정부의 정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실무의
5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4항.
55)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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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평준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능성의 형태가 다양
화된 것이다.
국민참여입법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민이 개정 필요
성 등에 관하여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의 게시판에 간단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회신하여 각 게시글이 처리된다. 의견게시자는 주로 해당 영역의 종사자들로
불합리하거나 모순적인 행정입법의 내용을 지적하거나 기준을 보다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주관 행정청의 수용여부는 게시
글 옆에 전자적으로 표시된다.57)

나. 법제처 사전입법지원 제도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은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법제처가 사후적
인 심사가 아니라 사전적인 입안 단계에서 주관 행정청의 입법활동에 관여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은 위탁사업방식과 전문가 자문
방식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종전에는 민간전문가 또는 대형로펌에 외부
위탁 방식이 이루어졌다.58) 그러나 향후 법제처 자체의 사전입법지원 제도를
통해 입법활동에 있어 주관 행정청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강할 것이다.

다. 행정규칙에 대한 수시사후 심사제도
대통령, 국무총리훈령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법제처의 사전심사가 이루어
지나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은 법제처가 수시 사후심사제에 따라 각 중앙행정
기관이 정부 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한 훈령, 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
검토하여 심사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59) 중앙행정기관의 장
56) 국민입법참여시스템 http://community.klaw.go.kr/notice?pageIndex=5 (2014. 1. 3. 최종 접속)
57) 국민입법참여시스템 http://community.klaw.go.kr/notice?pageIndex=5, (2014. 1. 3. 최종 접속)
58) 이와 같은 외부화는 정책에 관한 정보의 사전 유출이 문제되고, 민간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
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외부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령안 입안에 대한 사전적 지원 서비스 기능
의 강화를 위한 법제처 전략 연구, 법제처 연구보고서, 2013. 9. 30., 발간등록 번호
11-1170000-000487-01, 7면.
59)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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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처장의 심사의견을 법령 또는 훈령·예규에 반
영하여야 한다.60) 그러나 이러한 수시 사후심사제도는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때에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법령의 심사건수가 많아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는 충실히 이루어지
기 어려운 면이 있다.61)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상 절차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목적 및 성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대통령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62)에서 행정규칙 발령의 일반원칙과 발령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이는 훈령, 예규, 고시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및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적
용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목적은 행정규칙의 법령적합성 확보와 현실적합성
을 확보에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
라 행정규칙이 발령된다.
행정규칙 발령의 기본원칙으로서 필요성,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확성
이 명시되어 있다.63)64) 첫째, 필요성의 원칙은 행정규칙이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적
법성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
거가 있어야 하며,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적절성의 원칙
은 행정입법이 현실에 맞도록 규정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60)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3항.
61) 이세정, 전게서, 59면.
6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5.24.][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
정]
6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각호.
64) 대통령훈령에 대하여는「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에서, 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
는「국무총리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에서 이와 유사하게 각 1. 필요성, 2. 적법성, 3.
조화성, 4. 명료성을 훈령 입안시 유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16 -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실의 정확한 반영의 문제와 직결되
는 내용이다. 넷째로 조화성의 원칙은 행정규칙이 다른 행정규칙들과 균형이
유지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
섯째인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이 행정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위 다섯 가지 원칙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세부적인 기준들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5)

2. 국민의 의견수렴 의무

국민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수렴의무는 비단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
규칙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행정규칙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재검
토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현실적합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주관 행정청은 행정규칙이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의 대상되는지 검
토한 후 행정규칙안을 행정예고 하여야 한다.66)

3. 행정규칙 일몰제

65) 이세정, 전게서, 62면.
법제처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로 1) 기간 계산에 관한 사항, 2)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 3) 전형적 행정작용(승인, 인가, 허가, 면허,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수
익적 처분의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 5)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6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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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일몰제는 행정규칙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여 주
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67) 행정규칙 일몰제는 중앙행
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
에 적용된다.68)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효력상실형 행정규칙 일몰제에
해당한다.69), 다만 일정한 경우 3년 범위에서 재검토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데 이는 재검토형 행정규칙 일몰제에 해당한다.70)71)
행정규칙 일몰제는 행정입법의 신속, 효율적 특성과 변동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규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존속기한
의 경과 또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행정규칙을 제대로 재검토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나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72)

제4절 소결
행정입법은 효력 발생 후 수많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행정입법재량
의 통제는 구체적인 개별 처분에 대한 재량 통제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
67)
68)
69)
70)

이세정, 전게서, 63면.
이세정, 전게서, 64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세정, 전게서, 65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본문.
이세정, 전게서, 65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①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
②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 등이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 등으
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 등
7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상위 법령에서 3년 이상의 존속기
한이 설정된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그 밖에 사
유가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위 규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9. 5. 23.을 기준으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이 전면 개편
되었다.
- 5년 이상 장기 미개정 행정규칙은 위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 5년 미만 행정규칙의 경우 시행 후 3개월 내에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72) 이세정, 전게서,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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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 행정입법 절차 강화의 근거는 바로 이러한 행정입법재량의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입법재량의 행사에 있어 상위 법령과의 관
계, 행정법 일반원칙과의 합치성, 충분한 근거 정보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입법절차를 통한 행정 내
부의 재량 통제 또는 자기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현
행 제도를 검토하였다.
현행 행정입법에의 국민 의견수렴절차는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특징을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입안 후 검토 과정은 주관 행정청의 입법재량을 존
중한다는 이유로 형식적 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행정청에 의한 최종
안이 확정된 후 또는 발령 후에 행정입법에 대한 관계기관 또는 법제처의 심
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후적 성격을 보인다. 행정입법예고는 제도의 성
질상 수동적이고, 법규명령만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영
역과 행정입법예고의 적용 배제 영역이 넓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입법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행정입법의 본질적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정에도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73)
행정규칙 일몰제가 모든 영역으로 확대 도입되었으나 검토의 구체적 방법
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74) 재검토형 일몰제의 경우 당연히 3년 또는
5년경과 후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효력상실형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행정입법을 제정할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재검토 과
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검토 과정을 행정입법 입안의 원칙에 비
추어 실질화 하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행정입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입법참여시스템이
73) 법제처, 국민 참여를 통한 법제 및 입법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11., 44, 45면.
74) 종전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견수렴에만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입법의 시행 후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또는 행정입법의 내용을 수정, 폐지하는 방법들도 시도되고 있다. 그 예로 유럽연
합의 규제 적합성 및 성과 심사제도(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REFIT)가 있다.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REFIT): Results and Next Steps, Brussels, 2.10.2013 COM(2013)
685 final, p. 2-8.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docs/20131002-refi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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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으나, 산발적인 의견제시를 넘어 체계적인 의견수렴 또는 입안절차
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현행의 체계에 따르면
주관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양방향적인 의견교환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행정
입법의 대상영역의 여러 관계자들 간의 다자적 의견수렴 및 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입법의 내용 결정을 위한 형량과정에 상호적으로 참여하는 기
회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행정입법절차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추상적으
로 선언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
아야 할 차례이다. 이에 행정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
뢰 형성을 위해 행정입법의 입안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독일과 미국의 경우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행정입법에의 의견수렴절차의 도입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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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독일의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

Ⅰ. 개설

행정입법이란 입법과 사법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들의 규범정립을
말하므로 행정청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범정립도 포함된다.75)
행정입법은 사회적 관계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국가적 과제들이 확장됨에 따
라 의회의 입법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입법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규율들을 정하는 것이다.76)77)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78)은 연방의회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게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때 그 내용, 목적 및 범위가 법률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률에 근거
가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이 다른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독일의 경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행정의 명령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 잡
75) Marco Trips, Das Verfahren der exekutiven Rechtsetzung: Möglichkeiten und Erfordernisse
der Aufnahme eines allgemeinen Verfahrens für Verordnungen, Satzung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in da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Nomos, Hannover, 2005, S. 50 f.
76) Hermann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 programmierung
(Exekutivische Normsetzung), SS. 960, 961 in: Wolfgang Hoffmann-Riem, Eberhard
Schmidt-Assmann, Andreas Voss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
Informationsordnung·Verwaltungsverfahren ·Handlungs Formen, Verlag C.H. Beck München.
2008, S. 974 f; Trips. a.a.O., SS. 54, 55 ff.
77) 구체적인 예를 보면 행정입법은 특히 환경법의 영역에 많이 나타나는데, 공해방지에 관한 기준은
약 6%만이 독일 연방공해방지법(BImschG)에 규정되어 있으며, 74%가 법규명령에 그리고 20%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도 질병에 대한 급부청구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사회보장법 제2조, 제11조(SGB)에서 청구권이 도출되지만,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는 하위 법령인 지침, 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기분들이
조례의 건축계획에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허용되는 행
위의 범위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Trips, op. cit., S. 21, 22 ff.
78) GG Art 80 Ab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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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만 행정입법이 가능하게 되었다.79)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의

제한은

연방헌법재판소의

본질성설

(Wesentlichkeitstheorie)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 실현에 관
한 내용은 의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
다.80) 입법자는 특히 기본권의 행사와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본질
적인 결정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 이때 무엇이 본질적인 영역인지는 구체적
인 경우에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는 규율 대상 영역, 입법의 시점과
사회·사실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법률우위원칙에 따라 행정
입법은 상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
며, 의회는 추후 법률을 통해 행정입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행정부도 독자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의 민주
적 정당성은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81)과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
보에 근거한다. 행정작용 대상 영역의 전문화,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신속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행정이 필연적으로 입법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입법에 대한 행정의 부담경감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82)
나아가 행정입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규칙의 외부효와 법규성이 자주
문제된다. 종래에는 행정이 규범정립을 함에 있어 내부적 효력만 의도한 경
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효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받
아들여졌다.83)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입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실체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84)
이하에서는 독일 행정입법의 형태를 개관하도록 한다. 특히 절차적 정당
성의 확보가 필요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의 연방각
부 공통 사무처리지침(GGO)에 따른 행정입법절차를 살펴볼 것이다. 독일의
79)
80)
81)
82)
83)

Hill, a.a.O., SS. 974, 975 ff.
Trips, a.a.O., S. 57 f.
GG Art 20 Abs. 2
Trips, a.a.O., S. 55 f.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age, Verlag C.H. Beck, München.
2011, SS. 635, 636 ff.
84) Hill, a.a.O., SS. 38, 3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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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적인 행정입법절차가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
정규칙의 형태로 입법절차의 공통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입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일반적 행정입법절차 도입에 관
한 논의가 이루어지므로 있어 이를 살펴보겠다. 특히 관계자들의 참여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II.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행정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 발령되는 실질적 법으로서
법규성과 직접적 외부효를 갖는다. 법규명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
완하여 집행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연방 법규명령과 주의 법규명령 모두 실
무에 있어서는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위임입법을 근거로 발령되는 것
이다. 다만, 법규명령 개념의 필수 요건으로 직접적 외부효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조직규정과 같은 경우 행정의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법
규명령 형식의 규정도 가능하다.85) 특수한 형태로 규율대상이 개별·구체적인
처분적 법규명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효에 대한 예외를 이룬
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규율대상이 개별·구체적이기 때문에 절차상 특수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86)

2.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구성원 또
는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발하는 규정이다.87) 이러한 자치법규의

85) Trips, a.a.O., S. 55 f.
86) Trips, a.a.O., S. 74 f.
87) Trips, a.a.O., S. 77 f; BVerfGE, 33, 12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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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는 전문의단체의 자치법규, 대학의 자치법규, 공법인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 등이 있다. 자치법규는 위임입법 외에도 자치행정 권한과 독
자적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입법의 형태와 구
별된다. 자치법규 제정 권한은 당해 단체의 조직규정 또는 정관에 의거한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일부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88)에 근거가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의 경우 탈중심화 또는 분권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대상
영역을 보다 적합하게 규율할 수 있다는 사고가 그 바탕에 놓여 있다. 위와
같은 자치권한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또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영역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여서는 아니 된다.89) 자치
법규는 자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만 직접적 외
부효를 가진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외부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3.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도 당해 행정청의 조직권한과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발하여진다. 이는 행정청 내부 또는 그 하급 관청에 대
하여 적용되는 행정조직 및 행정작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정들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현실에서
는 그 명칭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규성은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90)
이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라면 외부효가 없더라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으
로 보는 법규 개념의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다.91)
조직규칙은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 권한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내부
88)
89)
90)
91)

GG Art 28 (2)
Trips, a.a.O., S. 81 f.
Maurer, a.a.O., SS. 635, 636 ff.
Maurer, a.a.O., SS. 635, 63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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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정한다. 규범해석규칙은 법률 규정의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관한 기준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처분의 합리성과 일관성 확보한다.92) 재량준칙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행정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재량행위의 일관성과 평등원칙에 이바지한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법률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흠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 인정근거에 관한 견해가 여전히 대립되고 있
고, 행정규칙의 행정의 자기구속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간접적 구속력
만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은 현실적으로 외

부에 대하여 그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법규명령과 다를 바 없
다.93)

Ⅲ. 독일 현행법상의 행정입법절차
1. 법규명령의 입법절차

법규명령의 입법절차는 연방각부 공통 사무처리지침(GGO)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입안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위 사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안 후의 검토, 문언확정 및 공포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초안 작성 이전 단계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행정입법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법 작업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상위 입법의 위임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가 많으며, 행정기관의 고유한 처분권한에서 도출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지리적 관할의 확정은 그 규율의 대상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관할 행정청이
된다.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10개의 “푸른 질문들”에
92) Trips, a.a.O., S. 86 f.
93) Trips, a.a.O., 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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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상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94)
이러한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 이익단체들 그리고 전문가 집
단들이 비공식적으로 관할 행정청에 ‘접근’을 한다.95) 입안 단계에서 행정입
법의 발령을 위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특정한 내
용의 행정입법 발령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6)

(2) 문언의 작성 단계
관할 행정기관은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오로지 법률에 근거가 있는 요소
들만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는
기술적인 전문영역에 있어서 법문의 세부적인 내용의 정확성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정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 의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청구할 수 있다.97) 행정입법의
대상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연방행정절차법 제13조의 관계자와 유사한 ‘관계
자’의 집단이 형성되며 이때 입법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들의 보호는 사전적
권리구제의 기능도 가지게 된다.98)
개별 처분의 경우 독일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처분의 발령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인들의 제척(VwVfG §20)과 공무원의

94) 이는 행정입법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 연방각부 공통 사무처리지침(GGO)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준
이다.
10개의 푸른 질문들
① 행정이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② 어떠한 대안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연방이 관여해야 하는지 여부
④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⑤ 바로 지금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⑥ 행정입법의 효력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⑦ 효력기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⑧ 행정입법이 시민 친화적이고 이해가능한지 여부
⑨ 행정입법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⑩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한지 여부
95) Trips, a.a.O., S. 120 f.
96) Trips, a.a.O., S. 124 f.
97) Trips, a.a.O., S. 131 f.
98) Trips, a.a.O., S. 13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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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VwVfG §21)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99) 그러나 행정입법절차의
경우 바로 그 일반·추상적 규율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해상반에 따른 절차 참
여제한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된다.

나. 초안 작성 이후 단계
행정입법은 연방 행정절차법(VwVfG)의 대상인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 계
약의 체결을 위한 사전심사, 준비 또는 발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100) 이에
관한 통일된 일반적 절차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연방 행정절차법은
1977. 1. 1. 시행되어 개별-구체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참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VwVfG §13, §28)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규명령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의 규범
정립 절차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각부 공통 사무처리지침(GGO)만이
적용된다.101) 위 지침 제62조 내지 제68조에서 법규명령의 입법절차를 정하
고 있는데, 법률의 준비단계에 관한 규정들이 다수 준용된다.
법규명령의 행정입법절차는 사전 준비단계, 행정청 내부의 결정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관계자의 참여, 관계기관의 협의절차(GGO §45, 46) 그리고
이 단계에서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참여절차가 있다. 다음으로
연방 내각회의에 제출(GGO §§22, 23, 51) 및 심사가 이루어진다. 연방상원
의 동의가 요구되는 법규명령의 경우 연방상원으로 제출되어 동의절차를 거
친다(GGO §§62, 64, 65). 그 과정에서 법규명령의 내용이 변경되면 소관 연
방 각부에서 다시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후 법규명령안의 확정 및 공
포절차의 준비(GGO §66)를 거쳐 최종 법규명령안의 작성된다(GGO §67).
마지막으로 연방법무부의 심사(GGO §46)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법규명령이 공포되고 및 효력이 발생한다(GGO §§66 Abs. 1, 68, 76).102)

99) VwVfG §20, §21; Trips, a.a.O., S. 132 f.
100) VwVfG § 9.
101) 연방각부 공통 사무처리지침(Gemeinsame Geschäftung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GGO).
102) Bundesministeriumn des Innen(Hsg.), Handbuch zur Vorbereitung von Rechts- und
Verwaltungs- vorschriften, 2. Auflage, Bundesanzeiger verlag, 2012, Teil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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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경우 연방하원, 연방상원 또는 의회의 각 위원회에 의한 실질
적 공동 작업이 이루어진다. 연방의회의 동의가 요건인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대해 의회도 함께 책임을 지며, 법률과 거의 동일한 엄격한 절차
를 거친다.103)

2. 행정규칙의 입법절차

행정규칙의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연방각부 공통 사무처리규칙 제69조 내
지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규칙의 입안은 연방 내무부의
행정입법 입안에 관한 지침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104) 행정규칙의 초
안 작성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정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105)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입법절차에 있어 다른 행정기관
의 관여가 요건인 경우가 다수 있으며, 자치법규 또한 효력요건으로서 연방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106) 행정규칙의 공표가 필요한 경우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연방 공보에 게재된다.107)

3. 개별법상의 행정입법절차
가. 관계자들의 의견청취의 목적과 기능
독일의 경우 행정입법절차에서 개별-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경우와 달리
관계자들의 참여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관계자의
참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실 행정이 선출된 대표자로서 모든 경우에 있
어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108) 결국 다원적민주적 결정절차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계자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체들이
참여를 통해 행정입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109) 관계자
103)
104)
105)
106)
107)
108)

Bundesministeriumn des Innen(Hsg.), a.a.O., S. 128 ff.
GGO §69 (2)
GGO §70 (1)
Trips, a.a.O., S. 145 f.
GGO §71.
Trips, a.a.O., S. 15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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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의 목적은 대상에 관한 정보수집 또는 전문성의 활용 목적과 사전
적 권리구제로서의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계자의 참여는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한다.110)

나. “관계자 집단”(Beteiligte Kreis)
행정입법절차에 일반인들의 참여에 따라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
고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111) 행정입법의 형태 중 행정규칙
과 조례의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법규명령의 경우에도 위
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의 완화에 따라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의회를 통한 민
주적 정당성이 약해진다.112)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 참여절차보다 국회에 의한 동의 또는 승인절차가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113) 왜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
에 따른 의회의 정당성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자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계자 참여절차는 독자적인 민주적 정당성 확보
의 관점보다는 구체적인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형량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개별 법률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환경법과 기술산업에 관한 법률
에 많이 존재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114) 구체적 형태는 “관계자 집단”
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부터 개별 전문가에 대한 자문까지 다
양하다. 이하에서는 대상영역에 대한 “관계자 집단”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관계자 집단”라는 말은 니더-작센주의 영업법(GewO) 제24조 제1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15) 초기에는 니더-작센주의 신조어였으나, 그 후 다양한
109)
110)
111)
112)
113)
114)

Trips,
Trips,
Trips,
Trips,
Trips,
Trips,

a.a.O.,
a.a.O.,
a.a.O.,
a.a.O.,
a.a.O.,
a.a.O.,

S.
S.
S.
S.
S.
S.

151
152
155
156
156
158

f.
f.
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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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서 행정입법절차에 일정한 관계범위에 속하는 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의무가 보편화 되었다. 그 예로 연방임미시온방지법 제51조116)에서는
① 학계의 대표자, ② 대상 규율의 상대방(당사자), ③ 회사 또는 경제 분야
종사자, ④ 관계되는 교통관리기관, ⑥ 공해방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주의
상급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활용산업·폐기물처리법 제60조117)
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를 관장하는 주의 상급행
정기관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서는 최대한 포괄적인 범위를 관계자들을 설정하고 있으나,
결국 당해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개별적
으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의견청취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
문이다. 행정입법 입안 단계에서의 관계되는 단체들을 일반적으로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계의 관계자
당해 행정입법의 규율 내용에 관하여 연구를 하거나 이론적 분야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이 관계자가 된다. 학계의 관계자는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의 경우 의문의 여지가 없겠으나, 사적 연구시설의 경우 견해가 대
립될 수 있다. 이러한 학계의 관계자의 구체적 확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중
립성과 사적 이익 실현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 요소가 된다.118)

(2) 경제계의 관계자
행정입법이 규율하는 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의 대표단체가 보통 경제계의
관계자가 된다. 대표에 의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별 기업의 의
견청취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개별 기업은 행정입법에의 참여를 통해 타사
와의 관계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 단
115)
116)
117)
118)

현재 상공조례(GewO) 제16조 내지 제28조는 삭제되었음.
§51 BImSchG
§60 KrW-/AbG
Trips, a.a.O., S. 16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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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는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그 밖에 경제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고, 상부조직으로서 독일 산업연합(BDI)이 있다.119)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무수탁사인
행정입법의 규율영역을 그 직무영역으로 하는 행정청으로서 당해 행정입
법의 집행가능성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행정부처(건축법 제4조) 또는 관련
자 단체들(여신금융법 제51a조 제1항120)에서 여신금융업계의 대표단체들,
연방환경보호법 제63조121)에서 특별히 인정된 환경보호단체들), 텔레콤
(Telekom), 철도와 우편공사, 교회가 있다.122)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우에 따
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123)

(4) 기타 이해관계인
기타 관계자로는 개인들이 아니라 조직화된 이익단체들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이는 관계자들의 “집단”라는 말해서 확인되기도 하는데, 개인
의 사익에 치우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 또는 조직의 이익이 소
속 관계자들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정입법절차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 단체들로는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

(5) 전문가 단체 및 개별전문가
규범의 발령 이전에 전문가 단체에 속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들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들이 다수 있다. 의견청취의
형태는 전문가 위원회, 자문회의, 상설위원회 등이 있다. 전문가 단체의 구체
적인 특정은 행정입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위험화학물질관리
법(ChemG) 제19조 제3항 제15호124)에서 전문가에 의한 입안 내용 확인요
119)
120)
121)
122)
123)
124)

Trips, a.a.O., S. 160 f.
§51a Abs. 1 KWG
§63 BNatSchG.
Trips, a.a.O., S. 160 f.
BVerGE 56, 298 (321)
§19 Abs. 3 Nr. 15. Ch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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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법(SGB) 12책 제116조125)에서는 사회생활상의
경험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126)

(6) 일반 대중의 참여
독일에서 행정입법의 발령에 있어 일반 대중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
령은 없다. 일반적 참여와 유사한 것으로는 도시환경법(UGB-KomE) 제20
조가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환경규제의 공개 후 8주 내에 문서로 환경위
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 의견제출 제도는 미국의 약식절차 모델과
독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자 집단” 참여의 중간
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127)

다. 도시계획조례 입안절차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을 조례의 형태로 발령하고 있다.128) 그
근거 법률인 건축법의 공람절차에서는 계획안의 시기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일
반적 참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129) 위 절차는 1단계로 조기의 일반 참여절
차가 있고, 2단계로 계획안에 대한 토론절차가 있다. 이러한 참여절차는 도
시계획입안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해관계 있는 단체들이 의견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이익의 형량에 있어 고려요
소들을 취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도시계획은 개별·구체적인 행정처분과 유
사한 면이 많아 관계자의 참여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및 권리구제의
의미도 가진다.
공람을 통한 일반적 참여절차는 개별·구체적으로 관계되는 시민으로 하여
125)
126)
127)
128)

§116 SGB 12
Trips, a.a.O., S. 162 f.
Trips, a.a.O., S. 163 f.
독일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김종보, “행정절차로서의 계획절차와 도시계획수립절차-독일의 계획확정절차, 연방건설법전의 건
설계획(B-Plan)수립절차와 관련하여-”, 행정법연구 제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7.上,
169-185면; 김종보,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건축허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시계획법제와 독
일의 연방건설법(BauGB)제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129) Trips, a.a.O., S. 16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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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입안절차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보충적 민주적 정당
성 확보를 가능케 한다. 또한 공람절차는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계획결정과 형량결정들은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해서는 충분히 심사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람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들의 개별화와 구체화로 인
하여 이미 그들의 주관적 공권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공람절차는
기본권 보호의 기능도 가진다. 그러나 공람절차는 도시계획의 구체적·개별적
인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를 일반·추상적 규율인 다른 행정
입법의 경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30)

4. 행정입법절차 위반의 효과

위법한 행정입법의 경우 행정행위와 달리 위법사유를 불문하고 무효인 것
으로 본다.131) 그러나 연방행정재판소는 관계자 참여절차를 위반하여 발령된
행정입법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입법절차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행위가 반드
시 행정입법의 무효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위반행
위의 정도, 참여절차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관계자의 참여권의 중요성에 따
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32) 이와 같이 연방행정재판소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절차위반의 효과에 대해 절차규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개별, 구
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행정입법의 실체적 법률적합성과 정당성을 근
거지우고 행정입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절차규정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
야 한다.133) 다만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법원은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한 합법성 통제만 할 수 있으며, 행정입법재량 행사에 대하여
합목적성 통제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134)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소송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5)
130)
131)
132)
133)
134)
135)

Trips, a.a.O., S. 164 f.
Hill, a.a.O., S. 66; Trips, a.a.O., SS. 244, 245 ff.
BVerwG 59, (48, 50, 51 ff); Trips, a.a.O., S. 245 f.
Trips, a.a.O., S. 253 f.
Trips, a.a.O., S. 247 f.
Trips, a.a.O., S. 24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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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일 행정소송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136)에 따라 건축법에 근거
한 도시계획조례와 주에서 개별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규범통제소송을
통한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위 규
정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43조137)에 따른 일
반적 확인소송이 가능하다.138) 세 번째로 구체적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의 부수적 규범통제를 통해 절차위반이 다투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한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139)의 추상적 규범통제
와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4a140)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Ⅳ. 일반 행정입법절차 도입에 관한 논의
1. 일반 행정입법절차 규정의 필요성

현재로서는 결국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영역에서 행정입법절차에 관
한 규정들이 정립되었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환경법 그리고 건축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각 영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행정입법에 관한 절차규정들을 두
고 있다. 또한 독일 행정절차법 제63조 이하의 도시계획 입안절차에서는 공
람을 통한 관계자의 참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의 행정입법
과 개별 행정처분의 중간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1)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개별 조항들에서도 공통적인 내용들이 계속 수렴하고
있어 공통되는 요소들을 추출하면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도 있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행정입법절차의 기준들로는 공포절차,
136) VwGO §47 Abs. 1, 2
137) VwGO §43
138) 이는 권리의무의 존부의 확인에 관한 소송으로 그 전제가 되는 행정입법의 위법여부도 함께 판단
된다.
139) GG Art. 93 Abs. 1 Nr. 2
140) GG Art. 93 Abs. 1 Nr. 4a
141) Christoph Gößwein,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recht der administrativen
Normsetzung?: Überlegungen zur Möglichkeit und zur Bedeutung der Vergesetzlichung
eines allgemeinen (Verwaltungs-) Rechts der administrativen Normsetzung」, Berlin:
Duncker & Humbolt(박사학위 논문), 2001, SS. 111-119. 여기서 저자는 Schlessig-Holstein
의 주행정법을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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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단체들의 참여,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들이 있
다.142) 이와 같이 개별적 행정입법에서 유사한 입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개별법에 산재된 상태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통일적인
일반법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행정법의 체계성과 그로 뒷받침 되는 규범성
강화에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143)
일반적 행정절차법의 성문화는 법실무에서 보다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며, 행정작용 또는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144) 일반적인 행정입
법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 반드시 절차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정리된 일반규정은 행정처분 발령 후에 보다 복잡하고 전
범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갈등들을 사전에 최소한의 비용과 업
무를 통해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145)

2.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공통된 입법절차

일반적 행정입법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 법규명령과 행정입법의 절차는
모두 일반적인 법적 사유들을 포함하는 점에서 공통적일 수 있다. 이미 행정
절차법에 대한 1975년의 자문에서도 행정입법절차의 일반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146) 행정절차법은 한편으로는 행정청의 행위규범(직무수행의 근거가
되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주장에 있어 권리구제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복잡성과 파편화는 국민으로 하
여금 권리구제 수단을 도모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적인 성문화 의무가 인정된다.147)148) 따라서 입법자는 독일
142)
143)
144)
145)
146)
147)

Gößwein, a.a.O., S. 68 f.
Trips, a.a.O., S. 25 f.
Trips, a.a.O., S. 31 f.
Gößwein, a.a.O., SS. 22, 23.
Trips a.a.O., S. 29 f.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 연방헌법재판소도 규범을 정립할 의무를 인정하여 “입법자는 모든 본
질적이고 기본적인 결정들은 스스로 하여야 하며, 그리고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본질적인 사항들
은 특히 중요한데 이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BVerGE 47, 46
(79); 57, 29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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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따라 행정절차의 기본원칙을 법률적으로 규율할 의무를 가진다. 이
는 결국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Gesetzmӓßigkeit)
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3. 관계자들의 참여절차
가. 참여절차의 필요성
(1) 내용의 타당성과 실질적 적법성의 확보
행정입법절차의 기능은 법치국가원리부터 도출되는데, 일차적으로는 법률
의 취지를 집행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 또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149)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많은 이해관
계인들의 참여하고, 다양한 전문의견의 확인 그리고 기타 행정 내부의 통제
수단들에 의해 행정입법의 내용에 정당성이 부여된다.150) 정당한 규범이란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규율대상의 문제점에 정확한 착안하며, 그 문제의 해
결에 적합하고 관계자들과 일반 대중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부담을
정당하게 배분해야 한다.151)

(2)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가 체계화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경우들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작용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정절차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우마다 새롭게 사무처리절
차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152)
물론 관계자의 참여절차와 같이 시간과 업무를 늘리는 절차는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배치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행정청이 보다 정
확한 정보를 취득할수록 시행착오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

148)
149)
150)
151)
152)

Trips, a.a.O., S. 30 f.
Gößwein, a.a.O., SS. 75-77 ff.
Trips. a.a.O., S. 106
Trips, a.a.O., S. 106.
Trips. a.a.O., S.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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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적 정당성의 보충과 사전적 권리구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 제고의 기능이 이차적 정당화
근거인 것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도 대의제 체제에 따라 독일 국민 전체가 참
여하지 않는 것처럼 원칙적 민주적 정당성은 의회의 위임법률과 행정기관 자
체의 정당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
계인들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
다.153)
행정입법절차의 권리구제기능에 대하여는 두 가지 구별되는 근거들이 있
다. 첫째, 규범의 발령 후에 규범에 대한 정당성 심사에 절차과정의 자료들
이 타당성의 근거로 제기될 수 있는 점이다. 사후적 심사는 이미 개별적인
경우와 관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로 모든 행정입법의 규범들
이 일반·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처분적 법령 또는 인적, 지리적 관
계가 특정된 자치법규의 경우와 같이 개별·구체적인 적용이 예정된 규범들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계자들은 독일 행정절차법 제13조154)의 이해관계인
들의 참여권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입법절차의 권리구
제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들 수 있다. 행정입법에 있
어 미리 정해진 명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측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는 권리구제와 행정의 통제를 의미하게 되는데, 국민을 행정의
자의와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155)

나. 행정입법에의 관계자 참여에 관한 일반규정의 제안
(1) 참여의 범위

153) Trips, a.a.O., S. 112 f; Gößwein, a.a.O., SS. 96-98 ff.
154) VwVfG §13
155) Trips, a.a.O., S. 11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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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절차에 참여자의 확정에 관하여 Trips는 “관계자 집단” 또는 관
계되는 자들의 범위에 속하는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제안한다. Trips는 먼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위해 위원회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행정입법에 있어 사회현실과 가까운 외부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지 “작은 연방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156)
행정입법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관계자 집단”은 어디까지나 주관 행정청
의 상당한 재량범위 안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우려가 따르는데, 첫
째는 주관 행정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떠한 단체가 배제된 경우 재량권 행사에 하자를 주장하며 진행 중
인 절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행정적 지연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청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 특정한 경우에 누가 관계되는 자
이고, 누가 그 범위 밖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자 참여규정
의 결정적 특징은 포괄성이 아니라 영향력 행사에 있어 기회균등성이라고 해
야 할 것이다.157)
그렇다면 주관 행정청이 관계되는 자들을 직접 선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
입법의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기의 공개와 의견을 제출 받는 모
델을 취할 경우 모든 개인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즉,
일정 기간 계속되고, 조직이 확고한 단체들의 의견만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158) 다만 이런 단체에 해당요건은 매우 넓게 규정되어 진정으로
관계되는 시민들이 행정입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59)
그리고 개인이 중요한 의견을 가지는 경우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나, 다른 단체들과 같게 취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160)
156)
157)
158)
159)

Trips, a.a.O., S. 167 f.
Trips, a.a.O., S. 168 f.
Trips, a.a.O., S. 168 f.
Trips, a.a.O., S. 176 f
여기서 저자는 일반규정으로 관계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성문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당사자,
대상 영역에 대한 주무 행정청, 경제계 단체, 학계 단체, 연합단체, 교회 그리고 그 외에도 최소한
계속적, 조직적 단체를 구성한 개인들”
160) Trips, a.a.O., S. 16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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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ößwein은 이에 대하여 주관 행정청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므로 그 헌
법적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고 한다.161) 이에 대해 Trips는 위 주장
은 형식적인 것이며, Gößwein은 여전히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정치적 쟁점들
에 관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162)

(2) 참여자 의견의 반영
특정 이해단체가 참여절차 전체를 주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특정 참여자에
게 최종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63) 물론 이해관계인들이 참여
절차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하나, 그들은 행정입법
의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 결정권은 인정될 수 없다. 즉 이
해관계인들의 의견은 주관 행정청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만약 개별 대상 영역에서 관계자들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
다.164) 다만 절차참여를 위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주관적
공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추가적 참여는 단지 규범의 질
을 향상시키는 목적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참여의 시기
참여의 시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초의 단계 즉 행정입법
의 발령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과 초안 확정 후에 참여하여 이를
전제로 논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연방각부 공통 사무처리지침(GGO) 제47
조, 제48조에서 연방,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단체들, 전문가 연합회 그리고 기
업에 대하여 입법초안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초
안을 전제로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초안 작업에 투여된 노력 때문에 수정 또
는 변경이 꺼리게 될 수 있다.
161)
162)
163)
164)

Gößwein, a.a.O., S. 152 f.
Trips, a.a.O., S.167 f.
Trips, a.a.O., S. 170 f.
Trips, a.a.O., S.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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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관 행정청조차도 대상 문제 관한 입장 정리 및 이해가 되지 않
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의견을 형성하여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오히려 모든 참여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며, 기본 틀조차 갖
추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 반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
라서 관계자들의 참여는 최소한 주관 행정청의 초안 확정 후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165)

(4) 참여절차에 대한 예외
관계자들의 참여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필수

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주관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하되 절차위반의 효과를 조
절하여 행정입법이 무효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입법의
종류에 따른 절차상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166)
정보수집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보다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 관계자
참여절차의 요청이 후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참여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관계
자 참여절차는 긴급한 상황이 지나간 후에 사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67)
중요도가 낮은 행정입법,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된 사항에 관한 행
정입법의 경우에 관한 포괄적 관계자 참여절차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한 주관 행정청의 판단은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재량권 행
사에 대한 심사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불확정개념인 “중요하지 않
은 행정입법”에 관한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68)

(5) 기록화 및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치국가적인 정당한 행정절차법의 구성부분이며, 이는
절차적 기회균등과 정당하게 의견청취를 받을 권리와 연결된다. 이러한 정보
165)
166)
167)
168)

Trips,
Trips,
Trips,
Trips,

a.a.O.,
a.a.O.,
a.a.O.,
a.a.O.,

S.
S.
S.
S.

172.
176.
17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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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 개별 시민들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의 관점에서도 중
요하다.169) 따라서 참여절차에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들을 기록화 하여 향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계자 참여절차의 추가적 의
미를 찾아볼 수 있다.

Ⅴ. 소결

독일 행정입법절차의 경우 연방각주 공통 사무처리지침(GGO)을 마련하
여, 행정입법의 입안부터 최종 공포절차까지의 흐름을 정하고 있다. 행정입
법 종류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형식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규명령의 경우
법률안 제출절차를 준용하여 엄격한 행정입법절차를 두고 있다. 나아가 개별
법률에서 국민의 참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든 연방 행정각부에 적용되
는 일관되고 구속력 있는 규정은 없다.
대신 개별 법률의 관계자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률마
다 참여절차가 다르지만 보편적 요소로서 관계자 집단을 범주화 하면 학계의
관계자, 경제계의 관계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무수탁사인, 전문가 단체 또
는 개별전문가가 대체로 포함된다. 이들은 행정입법의 입안단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전문적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참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개별 법률에 파편화 되어 있는 행정입법절차를 체계화하여 일
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계의 논의가 있다. 일반적 행정입법 절차규정의 마련을 통해 행정
입법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자료들을 보강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사전
적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입법절차에 참여하게 되
는 관계자의 범위 및 그 확정 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또한
참여하는 관계자의 확정 방법에 대하여 공고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이 스스
로 참여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다는 견해와 주관 행정청이 지정하도록 해야
169) Trips, a.a.O., S.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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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견해가 있다. 관계자의 참여절차를 도입하더라도 의견의 반영여부는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참여절차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의 신속, 효율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입법절차 자체는 입법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일정한 조종 기능
을 가진다. 왜냐하면 행정입법에 대한 결정은 주관 행정청이 자체적인 자료
수집과 이해관계 형량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가 관계자들의 참여와 근거제시 규정들을 통해 사전적 권리구제 및
통제기능을 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요건은 법원의 통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된다.

제2절 미국연방의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

Ⅰ. 개설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입법권은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입
법에 관한 명시적인 헌법 규정은 없다. 행정입법권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는데, Wayman v. Southard 사건170)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
회의 위임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 여기서 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 없다는 위임금지의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을 확립하
였으며,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의 경우 의회가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
로서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위임입법을 위한
수권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171)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사
건172)에서 대통령의 위임명령에 의한 사기업의 국유화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170) 23 U.S. 1 (1825).
171) 김남진,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미국과 독일의 그것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
구 제18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7. 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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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문언해석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보았다. 잭슨 대법관은
별개의견173)에서 행정부의 위임입법의 법리를 정립하였는데, 이것이 향후 미
국 행정입법의 해석론으로 자리 잡았다.174) 잭슨 대법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행정입법을 발령하는 경우 위임된 권한과 고유권한에 근거하는
것이다.175) 위임 없이 행정입법을 발려하는 경우 대통령 고유권한에 근거한
것인데, 이때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176)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권력분립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의 일환으로 행정입
법이 허용되게 되었다.177) 그 후 미국연방 차원에서도 행정작용의 전문화,
다양성, 신속성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가 증가하여 널
리 사용되게 되었다.
행정입법의

형태는

대통령령(executive

decree),

규칙(Rules),

명령

(Order), 지시(directive) 등 다양한 형태로 발령 되는데, 그 종류를 불문하
고 모두 외부효를 가진다.178)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법원
의 사후적 사법심사와 행정 자체의 통제로서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활발한 학
계의 논의 및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행정입법절차에의 관계자 참
여에 관한 통로를 다양하게 두고 있는 점이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절차로는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A)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식절차(informal

rule-making)와

정식절차

(formal rule-making)가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 중 정식절차는
재판절차와 유사한 대심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약식절차는 주관 행정청이 제
시한 입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이 밖에 약식절차에 개별 법
172) 343 U.S 579 (1952), 판시사항 중 제2항 참조.
173) 343 U.S 579 (1952), 잭슨 대법관의 별개의견 참조.
174) 김재선,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협상원칙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제42권, 한양
법학회, 2013, 76면.
175) 343 U.S 579 (1952), p. 636, 637.
176) 343 U.S 579 (1952), p. 637. 여기서 잭슨 대법관은 여기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황혼'(twiligh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77) 김남진, 전게논문, 13면.
178) 김남진, 전게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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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또는 행정청 자체의 절차요건이 추가된 혼합절차(hybrid rulemaking)가
별도의 유형으로 확립되었다.179)
1990년대에 들어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가 일부 행정청에서 활용되다
가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 이하 NRA)으로
규정되었다.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는 입안 전 단계부터 행정입법의 대상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이 중재인의 역할을 하는 협상촉진관(facilitator)의
협상 진행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절차에

대한

감독은

미국의

연방행정협의회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이하 ACUS)에 의해 이
루어진다.180) 미국의 경우 이처럼 연방법률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행정입법에
관한 국민 참여의 통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학계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를 다수 이루어진바 있으나181)
본 논문에서는 행정입법절차에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79) 연방 행정입법절차의 개관에 관하여는 연방 상하원에 대한 연방의회도서관의 입법조사국의 보고서
를 참조. Maeve P. Carey(Coordinator Analyst in Government Organization and
Management), The Federal Rulemaking Process: An Overview (June 17, 20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7-5700).
180) 연방행정협의회는 1995년까지 의회에 대한 권고 및 행정절차 감독 활동을 수행하다 폐지되었으
나, 2010년에 다시 부활하여 종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81) 미국 행정입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 논문들이 있다:
금태환, “미국행정입법심사에 있어서의 성숙성”, 행정법연구 제1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
207-231면; 김남진,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미국과 독일의 그것을 중심으
로”,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7. 9., 1-41면; 박민규, “미국 행정 입법과정
에의 국민참여 제도 연구”, 공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5. 2., 323-350면; 박수헌,
“미국행정법상 행정청의 규칙제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행정청의 규칙제정에 대한 의회심사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1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219-235면; 이동수, “미국 행정
법상 행정기관의 규칙제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토지공법연구 제54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245-265면; 정하명, “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적 사법심사”, 공법연구 제31권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3, 139-155면; 정하명, “미국 대통령의 행정입법통제”, 공법연구 제32권 제5
호, 한국공법학회, 2004, 737-757면; 채우석, “미국행정법에 있어서 규칙제정”, 아-태공법연구
제8권,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0, 231-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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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입법절차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입법적
규칙(legislative rule)과 그 외의 해석적 규칙(interpretive rules), 일반적 정
책선언(general statement of policy) 그리고 내부 조직·절차·사무처리 규칙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practice rules)으로 분류된다.182) 이러한
종류에 관하여 독일의 경우와 같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별하여 효력
상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1. 입법적 규칙

입법적 규칙은 법의 효력을 가지고 법원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을 이
유로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및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규
칙이며, 해석적 규칙은 법원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
하고 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석적 규칙의 준수 여부와 무관하다.183) 이는 우
리나라의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구별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규정의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
적 규칙과 해석적 규칙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184) 이는 사후적 사법심사
에 있어 행정입법이 연방행정절차법상 절차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절차
위반으로 인한 무효여부의 판단과 사법심사의 강도에 있어 핵심적으로 문제
된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법률효과기준설
(legal effect standard)은 양자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입법적
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반면, 비입법적 규칙은 상위법령을

182) Cornelius M. Kerwin, Scott R. Furlong, Rulemaking: How Government Agencies Write Law
and Make Policy, 4th edition, CQ Press, 2011, p. 22, 23.
183) 최영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미국 행정입법절차의 한 단면-”, 미국헌법연구 제13호, 미국헌법
학회, 2002. 11., 152, 153면 참조.
184) Kerwin, op. cit., pp.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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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거나 행정의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다고 한다.185) 이 밖에 실질적 영향
기준설(substantial impact test)은 행정입법의 실질적 영향이 커서 공고 및
의견제출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법적 규칙으로 보며, 구속적 규범 기준설
(binding norm test)은 입법적 규칙을 일반 대중에 대해 구속적 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186)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행정입법의 문언에 보다
중점을 두어(literal test) 행정입법이 이미 존재하는 입법이나 실체적 규칙을
해석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187)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최근 들어 완화
되고 있으며 입법적 규칙과 해석적 규칙에 관한 사법심사의 강도의 차이도
적어지고 있다.188)

2. 비입법적 규칙

비입법적 규칙에는 해석적 규칙, 일반적 정책선언 그리고 내부 조직·절차·
사무처리 규칙이 있다. 해석적 규칙은 법령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설명 또는
행정청의 의견표명을 위해 발령되는 것이다.189) 이는 이미 집행가능한 정도
로

구체화

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

서”(reasonable and necessary) 해석하고, 이에 발령 행정청이 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190) 다른 한편으로 해석적
규칙은 법령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만 하며, 추가적인 권리의무
의 부과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191)
일반적 정책선언은 행정청이 향후 재량권 행사의 방향에 대하여 일반 대
185) 금태환, “미국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요건·심사범위·한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31, 32면.
186) 금태환, 전게논문, 34, 35면.
187) Hoctor v. United States Dep't of Agriculture 82 F.3d 165 (7th Cir. 1996); Shalala v.
Guernsey Memorial Hospital 514 U.S. 87 (1995).
188) 금태환, 전게논문, 37면.
189) 김남진, 전게논문, 15면.
190) Erringer v. Thompson, 371 F. 3d 625 (9th Cir. 2004)
191) Federal Procedure, Lawyers Edition, §2:111 Exemptions for interpretative rules, general
statements of policy, and rules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2 Fed.
Proc., L. Ed.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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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대해 권고하는 대외적 의견표명이다.192) 그리고 내부 조직·절차·사무처
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청의 내부규율을 위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
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의 실체적 권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비입법적 규칙들은 우리나라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입법절차의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입법적 규칙들은 연방행정절차법 제553조 b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공고 및 의견제출의 약식 행정입법절차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193) 의회가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해석적 규칙의 경우 행정청이
행정입법절차를 거치는 부담 없이 집행의 편의를 위해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의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94) 일반적 정책선언은 행정청
이 향후 정책에 대한 잠정적 의견을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표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195) 내부적 절차, 조직,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들은 대
외적 효력이 없으며,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절차를 거칠 부담을 지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비입법적 규칙도 모든 행정입법절차에서 배제되는 것
은 아니고, 비입법적 규칙들에 대한 제정·개정 신청권이 인정되며, 정보자유
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 일반 공중을 위해 공간되어야 한
다.196)
비입법적 규칙에 해당하는 여부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이 판단하나,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규칙의 성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197) 법원의 이와 같이 규칙의 성격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의 의
견을 고려하되, 규칙의 형식(명칭이 절차규칙인지 또는 입법적 규칙인지)보
다는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실질적 판단을 한다.

192)
193)
194)
195)
196)
197)

김남진, 전게논문, 15면.
U.S.C.A. §563 (b) (A)
Federal Procedure, op.
Federal Procedure, op.
Federal Procedure, op.
Federal Procedure, op.

cit.,
cit.,
cit.,
cit.,

§2:111.
§2:111.
§2:111. footnote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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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방행정절차법상 입법절차198)

연방행정절차법 제553조는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먼저 그
적용 배제 영역으로 a항에서 ① 군사 또는 외교 기능에 관한 사항, ② 행정
청 내부의 사무관리, 인사, 공공시설물(영조물), 공공부채, 보조금, 지원금 또
는 행정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99)

1. 약식절차
가. 약식절차의 소개
약식절차의 기본 흐름은 “공고 및 의견제출(notice-comment) - 행정입
법안의 확정 - 공표(publication)”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기본적인 행정
입법절차이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행정입법예고와 의견제출제도와
유사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구두의 청문절차
없이 입안내용의 공고와 의견제출절차만을 거쳐 행정청이 행정입법안을 확정
하고 공표하는 것인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구두의 의견제출(oral
hearing)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200) 공고 및 의견제출절차의 목적 및 기능
은 행정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권한 행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고 행정입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사법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객
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201)
주관 행정청은 먼저 행정입법의 초안을 작성하여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2) 공고문에는 ① 청문절차의 일시, 장소와 그 성격, ② 행정입법의 근
198) 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소개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남진,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미국과 독일의 그것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
구 제18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7. 9., 1-41면; 박민규, “미국 행정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연구”, 공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5. 2., 323-350면.
199) APA §553 a. (1), (2)
200) American Bar Association, A Black Letter Statement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54
ADMIN. L. REV. 1, 30-36 (2002)
201) Federal Procedure, Lawyers Edition, Purpose of notice-and-comment procedure, 2 Fed.
Proc., L. Ed. §2:81.
202) 행정청은 공고의 대상이 되는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a)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안들, (b) 전반적인 경제적 비용 및 효용, (c ) 새로운 문서 작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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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되는 상위법령 그리고 ③ 주요 내용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203) 나
아가 관계자들이 관련 쟁점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 중에 행정청의 규제권한 행사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204) 또한 행
정입법안의 근거가 된 기술적·과학적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205)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입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이렇게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입안을 하고, 입안에 그 근거와 목적에 관한 기재하여야 한다.206) 공고된 입
안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 공고된 입안의 ‘논리적 연장범위’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207) 행정입법의 상
대방이 특정되어 있거나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고 내용
을 지득한 경우 외에는 이러한 일반적 공고절차가 요구된다.208)
이에 대한 예외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규칙, 일반적 정책선언, 내부
의 조직·절차·사무처리 규칙이 있다. 또한 주관 행정청이 행정입법의 성질상
공고 및 공개적 절차가 적용될 수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으
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고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
치지 않는다. 다만 이때 발령되는 규칙에 판단과 그 근거를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209)

203)
204)
205)
206)
207)
208)
209)

도와 정보수집에 관한 의무사항들, (d) 중소기업들에 대한 영향, (e) 주, 지자체 그리고 부족 단체,
사적 영역에 대한 영향, (f) 가족공동체에 대한 영향, (g)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고려, (h) 민사 사법
체계와의 관련성, (i) 아동 건강 및 안전, (j) 연방주의, (k) 에너지의 공급, 사용 및 분배에 관하
사항들.
(a)부터 (e)까지의 사항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 요구되며, (f)부터 (k)까지의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의해 추가된 검토 사항들이다.
American Bar Association, op. cit., 30-36 (2002)
APA §553 b. (1), (2), (3)
Safe Air for Everyone v. U.S. E,P.A., 475 F. 3d 1096 (9th Cir. 2007), 488 F. 3d 1088
(9th Cir. 2007).
Federal Procedure, op. cit., §2:83; American Bar Association, op. cit., 30-36 (2002).
APA §553 (c)
American Medical Ass' n v. United States, 887 F2d 760(7th Cir. 1989).
APA §553 (b) 본문
APA §535 (b)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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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을 받은 주관 행정청을 이를 고려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하
고, 정식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포절차는 정식절차, 혼합절차,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
에 의하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나. 약식절차에 대한 평가
행정입법절차의 탈경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McGarity는 1992년 논
문210)에서 연방행정절차법의 정식절차 뿐만 아니라 약식절차 또한 경직화
되어 행정청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211) 특히 입법기간의 지연
은 순차적,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선도적 행정입법이 적시에 발령되지
못하게 하며, 약식절차의 경직화는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212)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절차의 경직화는 행정청으로 하
여금 전문적 분야에 관한 행정입법에 있어 한시적으로 “실험적 입법”을 통해
유연하게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213)
약식절차의 경직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고절차에서 행정입법의 초안의
“근거 및 목적에 대한 간결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의 합
리성에 대한 법원과 의회의 분석적 요건사항이 행정입법에 큰 부담을 지운
다.214)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McGarity는 먼저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과정
의 개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들었고, 다음으로 협상에 의한 행정입
법은 적합한 상황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 행정입법에 소요되는 모든 관계자들
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215)216)

210) Thomas O. McGarity, Some Thoughts on "Deossifying" the Rulemaking Process, 41 Duke
L. J. 1385, 1992.
211) McGarity, op. cit., pp. 1385, 1436.
212) McGarity, op. cit., p. 1391.
213) McGarity, op. cit., p. 1392.
214) McGarity, op. cit., p. 1400-1406.
215) McGarity, op. cit., pp. 1438, 1441.
216) 이와 같은 분석은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절차의 경직화 가능성을 내다보는데 큰 도
움이 된다. 다만, McGarity가 지적하였던 점은 연방행정절차법의 약식절차 자체보다는 이에 추가
된 법원, 의회 및 대통령에 의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사항들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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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 절차
가. 정식절차의 소개
정식절차는 공고를 거쳐 청문절차를 통해 관계되는 국민이 행정입법에 당
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절차의 핵심으로 한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는 청문
주재관에 의해서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신문을 포함한 구술변론의 기
회가 보장되고,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고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정식절차의 특징이다. 정식절차의 기본 흐름은 “공고 및 의견제출(notice and
comment) - 청문(hearing) - 행정입법안 확정 - 공표(publication)”의 순
서로 이루어진다. 약식절차의 공고 및 의견제출절차에 연방행정절차법 제556
조, 제557조의 청문절차가 더해진 것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556조, 제5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는 사법절
차를 모형으로 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서 청문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경
우 이루어진다. 청문절차의 기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기록에 의거한 행정입법(rule-making on record)"이라고도 한다.217)청
문절차는 주관 행정청, 행정청의 구성조직 그리고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행정입법의 입안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을
지게 되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두
로 반대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실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해관계인의 증언 및 이에 대한 반대신문이 행해진다.218)
이러한 청문절차의 주장, 증언 및 제출된 자료들은 모두 기록화 되어 행
정입법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게 된다. 정식절차에 대해서는 관여자들이 소송
의 당사자와 같이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어 유연한 의견 조정과 정보 공
유가 어렵고,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개별 법
률에서 행정입법절차로 정식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19)
217) 박영도,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1-03, 50면.
218) APA §556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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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식절차에 대한 평가
특히 정식절차의 대심적 구조에서는 당사자들이 행정법판사의 일부 인용
결정을 예상하여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를 은폐한다는 것이다.220) 이러한 대심적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각적으로 대
립하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특히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221) 위 논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식절차는 고비용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며, 이해관계인
들이 대면하여 정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협동하여 합의된 결론
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222)

3. 혼합절차
가. 혼합절차의 소개
혼합절차는 약식절차를 기본으로 하면서 행정입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정식절차의 일부 요소 또는 해당 영역에 특수한 절차들을 가미한 것이다.223)
기본적 흐름은 “공고 - 의견제출 - (청문) - (다른 추가적 절차) - 공표”
의 순서로 진행된다. 추가적인 절차는 법률의 위임 또는 주관 행정청의 자발
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혼합절차는 1970년대에 개별 법률을 통해 도
입되었으며, Williams의 1975년 논문224)에서 혼합절차가 독자적 행정입법절
차로서 기존 행정입법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되었다.
주관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추가적 절차는 실시한 예로는 대기정화법 개정
안(Clean Air Act Amendment, 1977)에서 환경보호청(EPA)의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환경기준의 확정 근거를 세부적으로 공고하고 중요한 의견제출에
219) 최영규, 전게논문, 154면; 김남진, 전게논문, 17면.
220) Philip Harter, Negotiating Regulations: A Cure for Malaise, 71 Geo. L.J. 1, 1982, pp. 19,
20. (이하 "Negotiating Regulations")
221) Harter, Negotiating Regulations, p. 20.
222) Section 2 Pub.L. 101-648 (2), (3) in 5 U.S.C.A. §561(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의 신설 배경
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견)
223) 최영규, 전게논문, 154면.
224) Stephen F. Williams, “Hybrid Rulemaking”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 Legal
and Empirical Analysis, 42 U. CHI. L. REV. 401,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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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답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225)
의회의 위임법률에 의해 추가적인 절차가 의무화된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
방거래위원회 개혁법(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197
4)226)에서 사실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구술변론과 반대신
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연방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와 유사하게 이해관
계인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법원은 실질적 증거의 원칙에 따라 사실문제
에 관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227)
법원의 명령에 의한 혼합절차는 연방대법원의 1973년 Mobil Oil Corp. v.
Federal Power Commission228) 사건에서 주관 행정청인 원자력위원회가 이
해관계인인 환경보호단체에게 행정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반대신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칙은 위헌이라고 보았다229). 이는 법원이 연방 행정절차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상을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한 판결로 평가되었
다.230) 그러나 1978년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사건231)에서 연방행정절차법은 최대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은 추가
적 절차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232)233)
최근 연방대법원은 Sackett v. EPA사건234)에서 환경보호청(EPA)이 수질
관리법(Clean Water Act)에 근거한 법령준수명령(Compliance Order)을 발
령함에 있어 의견청취(hearing)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법령준수명령
은 행정청의 최종적 행정작용으로서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른 사법심사의 대상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박영도, 전게서, 51면 각주 40)
15 U. S. C. 57 a.
박영도, 전게서, 51면 각주 40)
483 F. 2d 1238 (D.C. Cir. 1973), 원심 판결 685 F. 2d 459 (D.C. Cir. 1972).
이는 법원에 의한 행정입법절차에 대한 판례법(common law)의 형성이라고 평가되었다.
Jeffrey S. Lubbers, A Guide to Federal Agency Rulemaking, Fifth Edi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 p. 10.
김재선, 전게논문, 81면.
435 U. S. 519, 98 S.Ct. 1197, 55 L. Ed.2d 460(1978)
435 U. S. 519, 524.
법제처,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 및 법제개선 방안, 최종 보고서 2004-11, 73, 74면.
566 U.S. (2012), 원심 판결 Sackett v. EPA, 622 F.3d 1139 (9th Cir. 2010), 판시사항 중 b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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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판단하였다.235)

나. 혼합절차에 대한 평가
정식절차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약식절차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된 혼합절
차 역시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았다. 경제계의 이해집단의 경우 엄격한 규
제들의 사실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고, 자신들의 정책적 주장들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혼합절차도 지나친 부
담이 되며,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대립되는 이해관계들을 정리하고 최종
규칙안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용된다고 하였
다.236) 따라서 혼합절차는 약식절차에 추가적 요건들을 너무 많이 부가함으
로써 전체적으로 절차 효용성을 역행하게 되었다.

4. 절차위반의 효과

연방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발령된 규칙 등은 위법하고, 특히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입법은 무효이다.237)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처분 또한 무효이다.238) 행정청은 공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입
법을 근거 법규로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239) 그러나 규칙의 상대방이 공고절차가 없었음에도 추후의 행정
입법절차에 참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은 경우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240)

235) 566 U.S. (2012), p. 12.
236) Harter, Negotiating Regulations, p. 24.
237) Clever Idea Co., Inc. v.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385 F. Supp. 688 (E.D.N.Y.
1974)
238) Charles H. Koch, Jr., Federal Practice & Procedure,, 3 Admin. L. & Prac. § 10:23 (3d ed.)
각주 1) 참조.
239) American Bar Association, A Black Letter Statement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54
ADMIN. L. REV. 1, 30-36 (2002)
240) Federal Procedure, Lawyers Edition, 2 Fed. Proc., L. Ed. §2:82. 이는 이의제기권의 포기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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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행정청의 최종적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사법심사가 보장되
는데, 행정입법도 여기에 포함된다.241) 법원은 행정입법의 내용이 자의적이
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242) 연방행정절차법의 절차위반이 있거나 행정입법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될 수 있다.

Ⅳ.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243)
1. 도입 배경

협상적 행정입법은 처음 Philip Harter 교수의 1982년 논문244)에서 소개
되어, 그 후 199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미국 행정협의회의 권고로
1996년 정식 법률로서 자리 잡았다.245) 이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들을 행정입법절차에도 도입시킴으로써 다양한 이해
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였다.246)
Harter는 당시 행정입법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참
여를 하여 협상한 내용을 행정입법안에 반영하는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을 제
안하였고, 이는 다른 행정입법절차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정치적 정당성
을 보강해줄 것이라고 보았다.247)
241) 4 U.S.C. § 704; Sackett v. EPA 566 U.S. (2012).
242) 5 U.S.C. § 706(2)(A) 내지 (C)
243) 이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박수헌,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1. 12.; 최영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미국 행정입법절차의 한 단면-”, 미국헌법연구 제13호, 미국헌법학회, 2002. 11.; 김유환, “미국
행정법에서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 공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3. 3.; 이호용,
“미국 규제이론에 의한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한 법률(NRA)의 분석-NRA의 행정과정에서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3. 4.; 김재선, “미국의 행
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협상원칙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제42권, 한양법학회, 2013,
7-97면; 박동열,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
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11., 211-236면.
244) Philip Harter, Negotiating Regulations: A Cure for Malaise, 71 Geo. L.J. 1, 1982.(이하
“Negotiating Regulations")
245) ACUS, Negotiated Rulemaking Sourcebook, Office of the Chairman, 1995,
https://archive.org/details/gov.acus.1995.source; William Funk, op. cit., p. 192.
246) 김남진, 전게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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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의 장점으로 당사자들이 직접적, 즉각적으로 결정절
차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248) 나아가 이론적 예측
이 아닌 사실적, 경험적 자료들을 근거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
행정청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249) 무엇보다 관계
자들이 진솔하게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계자들의 합
의를 한 행정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250) 또 다른 기대
효과로서 규칙에 대한 준수율의 증가와 불복율의 감소가 예상되었다.251)
당시 학계와 정부 모두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며,
1993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집행명령

제12,866호(Executive

Order

12,866)252)에 따라 모든 행정청이 행정입법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이나 다른 합의적 방법을 고려해보고 적절한 경우에는 채용하
도록 지시되기까지 하였다.253) 그 후 주로 교육, 주거 및 도시계획, 환경, 도
로교통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되었다.254) 이에 대한 평가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255)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256)가 나뉜다.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Harter, Negotiating Regulations, p. 7.
Harter, ibid., p. 28.
Harter, ibid., p. 30
Harter, ibid., p. 31.
Section 2 Pub.L. 101-648 (5) in 5 U.S.C.A. §561
Exec. Order 12,866, 3 C.F.R 644 (1993 compilation).
최영규, 전게논문, 160면.
Cary Coglianese, Assessing Consensus: The Promise and Performance of Negotiated
Rulemaking, 46 Duke Law Journal, 1997, p. 1268. (이하 “Assessing Consensus")
255) Cary Coglianese, Assessing Consensus: The Promise and Performance of Negotiated
Rulemaking, 46 Duke Law Journal, 1997, pp. 1255-1349.; Cary Coglianese, Assessing the
Advocacy of Negotiated Rulemaking: A Response to Philip Harter, New York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9, 2001, pp. 386-447.;
Jeffrey S. Lubbers, Achieving
Policymaking Consensus: The (Unfortunate) Waning of Negotiated Rulemaking, 49 South
Texas Law Review 987, 2008.
256) Philip J. Harter, Assessing the Assessors: The Actual Performance of Negotiated
Rulemaking, 9 N.Y.U. ENVTL. L.J. 32, 2000.; Philip Harter, Fear of Commitment: An
Affliction of Adolescents, 46 DUKE L.J. 1389, 1421-22 & 1422 n.117 (1997); Cornelius M.
Kerwin and Laura I. Langbein, Regulatory Negotiation Versus Conventional Rulemaking:
Claims, Counter-Claims, and Empirical Evidence (1998); Jody Freeman, Laura I. Langbein,
Regulatory Negotiation and the Legitimacy Benefit, 9 New York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6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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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절차의 참여자
가. 소집자
행정입법의 주관 행정청은 먼저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소집자(convener)는 주관 행정청이 위원회 구성의 필요
성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257) 소집자는 행정청
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고하고, 협상절차에 참여해야 할 이해관계
인을 추천할 수 있다.258)

나. 협상촉진관
협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협상촉진관은 주재자로서 위원회 참여자들이
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259) 또한 위원회의 기록 및
문서화 작업이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주시한다.260) 협상촉진관은 특히
협상위원회의 공평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행정청이 연방 정부의
공무원 또는 외부의 인사 중에서 추천하여 협상위원회의 승인으로 선출된다.
협상위원회에서 행정청이 추천한 협상촉진관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
로 합의하여 협상촉진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협상촉진관의 중립성 보장을 위
해 사전적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제척사유의 존부가 검토된
다.261)

다. 협상위원회의 구성원
협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주관 행정청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데 그 구성원의 수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25명 이하로 한정되고, 행정청의 대표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어야
257)
258)
259)
260)

5 U.S.C.A. §562 (3), §563 (b) (1).
5 U.S.C.A. §563 (2)
5 U.S.C.A. §566 (d)
Charles H. Koch, Jr., Federal Practice & Procedure, 32 Fed. Prac. & Proc. Judicial
Review (1st ed.), 2013, §8177.
261) 5 U.S.C.A. §56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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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62)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관 행정청의 대표자가
절차의 주재자로서가 아니라 협상의 일방 당사자로서 참여한다는 점이다.263)

3. 절차의 진행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는 공고 및 의견제출절차 이전에 행정입법의 초
안 작성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 흐름은 “협상위원회 설립여부 결
정(사전적 단계) - 협상위원회의 설립 및 합의(협상단계) - 협상의견 반영
여부 결정(결과 반영) - 공고 및 의견제출- 행정입법안 확정 - 공표”의 순
으로 진행된다.

가. 협상절차의 필요성 판단
먼저 주관 행정청이 대상 행정입법에 대하여 협상절차가 필요한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음 사항들이 판단된다.264)
① 행정입법 제정의 필요성
② 행정입법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한정적으로 특정된 이해관계인
이 있는지 여부
③ 이해관계들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지 그
리고 공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④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에 도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⑤ 협상절차가 대상 행정입법의 절차와 최종 공포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
키지 않는지 여부
⑥ 주관 행정청이 협상절차에 필요한 자원이 있으며, 이를 협상위원회 진
행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⑦ 주관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상위원회에서 도달된 합의를 행
정입법의 근거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262) 5 U.S.C.A. §565 (b)
263) 5 U.S.C.A. §566 (b)
264) NRA §563 (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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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판단요소들은 구체적인 행정입법의 대상 문제에 따라 협상절차를
밟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즉 비용 대비 효용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
다.

나. 협상절차의 공고
주관 행정청은 협상절차를 개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고하여 절차진행
을 일반 대중에 대하여 알리고, 누락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적 추천이
가능도록 해야 한다.265) 이는 협상위원회의 구성 및 협상절차의 진행을 위한
앞당겨진 공고 및 의견제출(advanced notice and comment)이라는 점에서
약식절차에서 이미 입안된 규칙에 대한 공고 및 의견제출과 구별된다.266) 공
고된 이해관계 집단들의 대표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가 협상절차에 참
여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또는 타인의 추천을 받아 행정청에 대하여 참여기
회를 신청할 수 있다.267) 이러한 참여신청 및 협상절차 공고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서 행정청은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268)

다. 협상위원회의 설치 및 협상
협상위원회는 개별 사안별로 구성되는 비상설의 자문적 기관이다.269) 협
265) 5 U.S.C. §570; 최영규, 전게논문, 163면.
공고의 대상에는 ① 행정청이 규칙안의 협상·입안을 위하여 규칙제정협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는 내용, ② 입안될 규칙의 주제와 범위 및 쟁점들, ③ 규칙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이해관계들의 목록, ④ 그러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자 및 행정청을 대표할 자의 추천목록, ⑤
위원회가 업무를 완수하기까지 의제와 일정(입안된 규칙안을 공고할 목표일자를 포함한다)의 제안,
⑥ 행정청이 위원회에 제공할 행정적 지원(기술적 조언을 포함한다)의 기술, ⑦ 위원회 설치안 및
그 구성원 제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촉구, ⑧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나 타인을
구성원으로 추천하는 방법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66) 5 U.S.C. §563
267) 5 U.S.C. §564 (b); 최영규, 전게논문, 164면.
위 규정에 따라 협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의 성명 및 그
자가 대변할 이익의 기술, 2)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 그러한 이익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 3)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 규칙 입안과정에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
겠다는 문서에 의한 서약, 4) 행정청의 공고에 기재된 자들이 신청인 또는 추천인의 이익을 충분
히 대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 참여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268) 5 U.S.C. §56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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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원회는 행정청이 쟁점으로 제시한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상 행정
입법과 관련성이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의견을 조정한다.270)
구성원들의 의견 합의는 만장일치(consensus)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자들이 거부권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271)
협상위원회는 협상을 통해 행정입법의 초안 또는 규칙안을 작성하여야 하
고 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에 이른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고, 근거 정보 또는 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272) 이와 같은 협상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며, 필요한 자료들이 다각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
원이 동등한 협상 당사자의 지위로서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정당한
대표 및 의견 대변이 가능해진다.

4. 협상결과의 반영

협상위원회를 통해 입안하는 경우에도 그 후 연방행정절차법의 약식절차
에 의한 공고 및 의견제출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273) 협상결과로 작성된 행
정입법의 입안에 행정청은 구속되지 아니하며 최종 입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
진다.274) 그러나 협상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 행정입법의 입안에 대한
공고절차에서 달리 결정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275)
협상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보조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76) 그러나 협상에 의해 제정된 규

269)
270)
271)
272)
273)

5 U.S.C. §565 (a) (1)
5 U.S.C. §566 (a)
최영규, 전게논문, 165면.
5 U.S.C. §566 (f)
American Bar Association, A Blackletter Statement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54
Admin. L. Rev. 1, 2002, pp.30-36.; Lubbers, op, cit., p. 43.
274) USA Group Loan Services, Inc. v. Riley, 82 F. 3d 708 (7th Cir. 1996); Koch, op. cit.,
§8177.
275) ACUS, op. cit., p. 230.
276) 5 U.S.C.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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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일반적 행정입법절차를 거쳐 발령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
상이 되며 협상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강도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
라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277) 행정입법은 공표를 통해 효력이 발생
하며, 협상위원회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행정입법이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때에 해산된다.

5. 협상적 행정입법에 관한 평가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에 대한 결정적 반론은 Coglianese278)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기서 Coglianese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
방법이 행정입법의 시간을 단축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감소시키
지도 못하였다고 지적한다.279) 경험적 조사에 의하면 행정기관들의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 사용비율은 0.1%로 미미하다고 보았다.280) 행정입법에 걸리
는 시간도 협상절차를 거칠 경우 2년 6개월(835일)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81) 게다가 같은 기간이라도 행정청이 협상절
차의 준비, 협상절차 진행 그리고 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최종 행정입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압축적으로 투여된다고 주장하였다.282)
마지막으로 협상절차에 사용한 경우 종전보다 행정입법에 대한 소송이 줄
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283) 협상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자들 그리고 협
상절차에 참여하였던 업계의 대표조차도 최종 규칙의 공표 후 법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284) 참여자들은 최종 입안이 협상의 결과와 불일
치한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고, 비참여자들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곧
277) NRDE v. EPA, 859 F.2d 156 (D.C. Cir 1998); 최영규, 167면.
278) Cary Coglianese, Assessing Consensus: The Promise and Performance of Negotiated
Rulemaking, 46 Duke Law Journal 1255-1349 (1997).
279) Coglianese, ibid,, pp. 1278-1309.
280) Coglianese, ibid., p. 1277 Table 2.
281) Coglianese, ibid., pp. 1279, 1281 Table 3.
282) Coglianese, ibid., pp. 1285, 1286.
283) Coglianese, ibid., p. 1276.
284) Coglianese, ibid., pp. 128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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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불복소송을 제기한다.285) 결국 협상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발령
된 규칙에 대한 소송의 제기 및 재판에 있어 일반적인 행정입법절차를 거치
는 경우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286)
협상절차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정식 협상절차가 분란의 소지가 높은 쟁
점들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즉, 협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
제, 협상결과와 최종 규칙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 규칙의 여파에 대한 전반
적인 민감성 증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287)
이에 대하여 Harter는 Coglianese의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반론의
양적 조사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288) 실제로 연방환경청
(EPA)의 경우 협상절차를 사용하면 행정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
년 정도 앞당겨져 기존의 2/3로 단축되었다고 하였다.289) 또한 소송 방지의
관점에서도 협상결과에 따른 규칙의 경우 실체적 내용에 관한 불복이 적었다
고 반박하였다.290) Harter는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은 비단 시간과 불복소송
의 감소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여와 같은 수치화 할
수 없는 가치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91) 행정입법절차는 정치
적 과정이므로 단순한 수치로 가치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292)
Coglianese는 2001년 논문293)에서 재반박을 하면서 Harter는 협상절차를
지지하기 위해 연구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294) 또한 본인의 협상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Coglianese, ibid., pp. 1302-1307.
Coglianese, ibid., p. 1308.
Coglianese, ibid., p. 1322.
Philip Harter, Fear of Commitment: An Affliction of Adolescents, 46 DUKE L.J. 1389,
1997. (이하 “Fear of Commitment); Philip Harter, Assessing the Assessors: The Actual
Performance of Negotiated Rulemaking, 9 N.Y.U. ENVTL. L.J. 32, 2000. (이하 “Assessing
the Assessors")
Harter, Assessing the Assessors, p. 9.
Harter, ibid., p. 19.
Harter, ibid., p. 8, 20, 21; Harter, Fear of Commitment, p. 1400.
Harter, Fear of Commitment, p. 1421.
Cary Coglianese, Assessing the Advocacy of Negotiated Rulemaking: A Response to Philip
Harter, New York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9 (2001), pp. 386-447.(이하
“Assessing the Advocacy")
Cary Coglianese, ibid., p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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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종전의 양적 조사는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의 원칙을 엄격히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95) 결국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이 초기의 기대를 저버
리고 행정입법절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다시금 지
적하였다.296)
이에 대하여 Lubbers의 2008년 조사결과297)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행정
입법의 사용 빈도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협상절차의 쇠락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98)

Ⅴ.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행정입법
1. 직접적 최종결정 절차의 소개

연방행정절차법 상의 행정입법절차의 효율성이 계속 문제되자 반대로 행
정청에 의한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행정입법(direct final rulemaking)이
행정실무에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연방환경청(EPA)에서 사용이 되었다. 그
후 1995년 연방행정협의회가 모든 행정청에 대하여 논란이 되지 않는 규칙
의 경우(non-controversial) 직권에 의한 행정입법절차에 의할 것을 권고하
였다.299) 연방행정협의회는 약식절차에 의할 경우 행정입법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또는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에 의한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도
직접적 최종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300)
직접적 최종결정에 방법의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중요하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공고안과 최종안을 같은 날
공고하고 약 75일 정도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한다. 위 기간 동안 반대의견
295) Cary Coglianese, ibid., pp. 395, 396.
296) Cary Coglianese, ibid., pp. 391.
297) Jeffrey S. Lubbers, Achieving Policymaking Consensus: The (Unfortunate) Waning of
Negotiated Rulemaking, 49 South Texas Law Review 987, 2008.
298) Lubbers, ibid., p. 996 이하 참조.
299)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doption of Recommendations, 60 Fed.
Reg. 43,108, 43,110 (Aug. 18, 1995); Michael Kolber, Rulemaking without rules: An
Empirical Study of Direct Final Rulemaking, 72 Alb. L. Rev. 79, 2009, p. 89.
300) ACUS, ibid.; Kolber, ibid.,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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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로 논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입법은 일
정기간 경과 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301) 발효 유예기간은 최소 30일 이
상이어야 하는데,302) 일반적으로 의견제출기간 경과 60일 후 효력이 발생한
다. 만약 공고된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 주관 행정
청은 공고된 초안을 철회하고 의견제출과 종전 공고된 초안을 바탕으로 새로
운 최종안을 작성하여 공표한다.303)

2. 직접적 최종결정 방법에 관한 평가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Kolber는 2009년 논문304)에
서 미국 식약청(FDA)의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특히 Kolber는 위 절차의 대상여부에 관한 행정입법의 중요
성 또는 논란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았다.305) 그리고 공고된 규칙안을
철회하도록 하는 반대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306)
구체적으로 미국 식약청(FDA)의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행정입법의 사
례를 분석하여 위 방법으로 발령된 38건의 규칙 중 15건(약 40%)이 시행
이후 행정청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직접적 최종결정의 방법
으로 행정입법을 발령하였는데, 후에 문제가 발견되어 사후적으로 철회된 것
이다.307) 미국 식약청의 직접적 최종결정 방법의 사용례에 비추어보면 간이
절차 회부에 관한 주관 행정청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다.308) 나아가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Kolber, ibid., p. 88.
ACUS, ibid.
Kolber, ibid., pp. 88, 89.
Michael Kolber, Rulemaking without rules: An Empirical Study of Direct Final Rulemaking,
72 Alb. L. Rev. 79, 2009.
Kolber, ibid., p. 89.
Kolber, ibid., p. 89, 91.
Kolber, ibid.,, pp. 94, 104 Table 1.
Kolber, ibid., p. 107.
저자는 여기서 미국 식약청(FDA)의 관례는 주관 행정청이 규칙에 대한 논란의 소지에 대해 정확
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한다. 미국 식약청 규칙의 높은 철회율이 이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 식약청의 직접적 최종결정 방식의 사용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바람
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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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표된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바람
직하지 않다.309) 따라서 직접적 최종결정 방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용례에 관한 기준(best practice)을 정립하여 연방행정
절차법상 약식절차를 잠탈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0)

Ⅵ. 소결

미국의 기본적 행정입법절차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식절
차와 정식절차가 있으며, 특히 약식절차는 개별 법률 또는 행정청에 의한 추
가적 절차와 결합하여 혼합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약식절차의 경우 현대 미
국 행정법학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평가되었으나,311) 이마저도 경직
화 되어 대안적인 행정입법절차를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은 초기에 많은 기대를 받으며 대안적 절차로 소개
되었으나 협상절차 필요성 판단과 협상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의견의 만장일
치에 이르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필요 이상으로 분쟁을 야기한다고 평
가되었다. 최근의 실증적 조사 결과로 연방행정청에서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
을 기피하여 그 사용률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상절차에 대한 비판론의 경우에도 행정입법절차에서 협상의 원칙 자체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행정청들은 이미 비공식적 방법
으로 개별 회의, 공청회, 상설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제출 및 국
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절차보다 유연한 행정청의 워
크숍, 의견청취 절차와 같은 대안적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312)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행정입법은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법규명령 그리고 행정규칙의 입법절차와 대비시켜볼 수 있다. 직접
적 최종결정 방법은 행정의 신속, 효율성을 극대화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학
309)
310)
311)
312)

Kolber, ibid., p. 108, 109.
Kolber, ibid., p. 112.
Kerwin, op. cit., p. 52
Coglianese, Assessing Consensus, p. 1331.

- 65 -

계의 평가는 연방행정절차법의 기본적 행정입법절차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구체적 사용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 최종결정
방법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입법절차의 한계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3절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Ⅰ. 독일의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자 참여절차는 행정절차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가능케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행정의 정보제공의
무, 의견청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동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행정의 결정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관계자들이
행정절차의 결과에 대한 보다 쉽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민은 행정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자기통제를 하
게 된다.
나아가 관계자 참여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독일 학계의 논의에 주의를 기
우릴 필요가 있다. 관계자 참여절차는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과 법률합치
성 확보, 행정에 의한 규범정립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보완 그리고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부수적으로 행정입법 주체의 다양화에
따라 정보수집 비용이 감소하고, 일반적 관계자 참여절차가 정착될 경우 행
정청은 망설임 없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어 효율성도 제고된
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입법절차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
며, 이에 국민 의견수렴에 관한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공청회 절차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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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개별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보다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입안단계에서 정보수
집 및 의견청취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별 법령과 주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 행정입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논
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효하여, 관계자 참여절차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구체화 방법은 제4장에서 살필 논의의 기초가 된다.

Ⅱ. 미국의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

미국의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오래되
었으며, 정부에 의한 상당히 지지를 받아 행정입법에의 국민 참여절차가 정
교하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행정입법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발령 후에도 행정입법에 대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비추어 국민 참여절차 또는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지양되어
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비판론의 입장에서 행
정입법에의 국민참여의 중요성과 다양한 통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
정하지 아니한다.313)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절차의 기본인 입법예고와 의견제출은 미국의 약식절
차에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참여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입법절차 경직화에 관한 비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대
로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시행착오에 비추어 탄력적이고 행정의 입
법재량을 존중하는 의견수렴절차의 구체적 내용 구성을 숙고해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정책 분야에서도 국민참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314)
행정입법에의 국민 의견수렴의 의의는 가장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
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집단이 의견을 형성하고 개진할 창구를 마련해 주
313) Coglianese, Assessing Consensus, p. 1331.
314) 김렬, “자치시대의 환경정책: 참여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한국행
정학회, 1995, 1153-1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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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있다. 또한 행정청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모든 쟁점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절차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극복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의견수렴절차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과 토론을 위한 가
장 핵심적인 절차적 장치만을 추출하여 제4장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구성해보
도록 한다. 행정청의 행정입법재량을 존중하여 행정청이 주도권을 가지는 탄
력적 절차로 구성을 하고, 관계자와 행정청들의 구체적 참여유인을 찾아보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행정법학계의 역동적인 토론과 실무와 연계되는 연구방
법은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
히 사회과학의 양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
를 법리적 검토와 함께 제도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는 점은 향후 우리
나라의 연구방법론으로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행정입법
을 추적하는 실증적 조사와 함께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체계 내에서 행정
입법이 어떻게 생동하는지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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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도입

제1절 의견수렴절차의 도입 필요성

Ⅰ.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 담보

행정입법은 행정청의 행위규범으로서 처분 등 행정작용의 기준이 된다.
즉, 향후 행정청은 국민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인 처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행정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때 실질적인 재판규범이 된다. 이
와 같이 파급효과가 큰 행정입법은 그 내용이 최적화 되어야 한다.
행정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정성, 행정입법의 신속, 효율적 발령 필요성
과 사회현실의 급속한 변화 양상 때문에 항상 완전무결하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근거 사실들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정입법절차의 마련 특히 이해관계자 또
는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
요하다.315)
내용적 타당성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규율대상 영역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계되는 이해를 조정하여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를 최소
화하고 부담의 정당한 배분을 하는 것이다.316) 공익의 개념과 규범의 최적화
는 실체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를 뒷받
침해야 한다. 이해집단의 대표자들만이 참여하는 절차라도 이해관계를 공유
한다는 점에서 해당 이해집단 구성원들 의견이 대표된다.317)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행정청이 최종 결정을 할 때에 그 결과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315) Harter, Fear of Commitment, p. 1418.
316) Trips, a.a.O., S. 106.
317) Harter, Fear of Commitment, p.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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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의 투명성 제고

행정입법에서의 의견수렴절차는 행정의 규범정립 뿐만 아니라 개별 행정
작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318) 행정작용의 투명성은 행정절차법 제5조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도 근거가
된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정입법 과정에 대한 통제와 사법심사가 강화된
다. 달리 말해 행정처분의 재량 그리고 행정입법 재량의 행사에서 어느 지점
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행정입법의 입안단계에서도 관계자들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즉, 현재에도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의 내용 형성에 있어 이해관계의 조율이 정당하
게 이루어지려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로비활동 또는 행정입법을 특정 당사자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
견수렴절차의 도입은 이러한 이미 존재하는 활동을 재정비하여 체계화 하고
통합하는 것이다.319)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외부에 공개할 경우 규제를 탈피하거나 수익적
처분을 선취하려는 시도의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
농업용폐수 정화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을 탈피하기 위해 시설을 은폐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후자의 경우 공용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
택 소유 또는 임대 요건을 미리 갖추어 놓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영역의 이해집단이 의견수렴절차에서 행정청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
하고 합의에 이른 기준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
318)

Cary Coglianese, Heather Kilmartin, Evan Mendelson, Transparency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Federal Rulemaking Process: Recommendations for the New
Administration, 77 Geo. Wash. L. Rev. (2009), pp. 924, 927.
319) Harter, Negotiating Regulations, pp. 32, 33.
Harter는 이러한 비공식적 협상절차에 대하여 순차적 협상에는 해당할지 모르나 협상에 의한 합
의(만장일치)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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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사전적 정보를 지득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제한하고 규제 목적을 이
해하고 수긍하게 하여 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Ⅲ.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

나아가 행정입법에의 의견수렴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사전적 권리구
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진다.320)321) 행정입법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잠재적 원고적격을 가
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행정소
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보호규범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이익까지 넓게 파악하는 견해322)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규율 대상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향후 행정입법에 근거한 처분의 상대
방이나 최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된다.
판례323) 또한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
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말하
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추상적 이익과 구별된다고 하고 있다.
의견수렴절차의 이해관계인들도 일반 국민들과는 구별되는 상당한 정도로 구
체화된 개별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 구체적 이익의 발생이 예견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는 점에서 사전적 권리구제 또는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견수렴절차
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독일의 경우 부분적으로 규범통제소송(폐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324)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하여 직접적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325)
320) 김재선, 전게논문, p. 90.
321) 박동열,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11., 219면 각주 46)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협
상과정에서 정보의 공유와 이해로 불복률 감소하는 ‘사전적 화해’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322)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5, 281-283면.
323)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 3. 16.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 판결.
324) VwGO §47 Abs. 1 (1), (2)
325) 5 U.S.C.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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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이 개별적인 처분의 경우만큼 넓
게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은 사후적 불복소송의 폭주의 위
험은 거의 없다고 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입법이 처분적 조례인 경우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적
격을 인정한 바 있다.326) 이에 더하여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입법의 사법심사
가 가능하다.327)

Ⅳ.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입법에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면 행정의 사무처리과정의 신속, 효율
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주관 행정청의 인적, 물적 자
원의 한계성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 특히 미국 행정입
법절차의 경직화와 협상절차의 지연 문제가 행정입법에의 의견수렴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입법절차의 강화가 반드
시 행정의 효율성 저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입법의 절차 특
히 입안과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의 신속한 사무처리에 도움이 된다.328) 의견수렴절차
를 통해 발령된 행정입법은 법규 준수율이 높아져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업
무가 절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입법의 상대방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
는 것은 유한한 행정청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326)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하여는: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
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4. 5.; 이원우, “행
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12. 등 참조.
327) 그러나 행정입법의 수, 규율영역의 다양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소원이 충분한 권리구제 수
단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요건 중 기본권 관련성, 기본권 침해의 직
접성, 제소기간이 실효적 권리구제의 걸림돌이 된다. 결정적으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
제 수단으로서 항고소송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보다 좁아 권리구제의 통로가 지나
치게 협소하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은 본질적으로 행정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후에 제3
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받는 것으로, 주관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적으로 권리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과 규칙에 대한
심사권한이 대법원에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1조 제2항의 해석의 논란이 있다.
이는 결국 헌법개정으로 명확히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328) Trips, a.a.O., SS. 107, 10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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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모든 행정입법이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같이 긴급한 신속성이 요구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절차에 비추어 보면 약
3-4개월329) 내에 급속으로 발령하는 것보다 중요한 행정입법의 경우 천천
히 신중하게 입안, 검토 및 발령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행정입법의 실질
적 규범성을 고려하면 천천히 비교형량의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
입법의 경우 구체적 처분과 달리 행정의 신속, 효율성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를 통한 내용적 타당성, 행정의 투명성 및 사전적 권리구제의 요구에 우선한
다고 보기 어렵다.

제2절 의견수렴절차의 성격

Ⅰ. 일반적 의견수렴절차

현재로서는 개별 법령에서도 행정입법의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개별 영역에 관한 법령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일
반적 절차로서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행정입법 입안절차는
주관 행정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규율은 행정입법절차의 비일관성 그리고 파편화를 초래하고, 행정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어렵게 된다. 주관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과정
을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방법이 없게 된다.330)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주관 행정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정입법절차
의 기준을 세울 경우 절차의 법치국가적 기능이 망각될 우려가 있다.

대상

영역별로 행정입법이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으나, 주관 행정청으로부터

329) 한상우, 전게논문, 62면 참조.
현행 행정입법절차에 따르면 법규명령의 경우 주관 행정청의 입안부터 최종 공포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고, 행정규칙의 경우 주관 행정청의 내부 입안 및 결재 과정을 통해 발령이 된다.
330) 김재선, 전게논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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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인 행정입법절차를 위해서는 ① 행정입법절차 고유의 기능(이념)을 실
현하기 위하여, ② 주관 행정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대상 분야의 전문가
및/또는 법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하며(조직), ③ 각기 다
른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공동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
와 같은 요소들은 제3장 비교법적 고찰의 소결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출
될 수 있음을 확인한바 있으며, 자주적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331)

Ⅱ. 탄력적 의견수렴절차

모든 행정입법에 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운영을 주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먼저 의견수렴절차가 마련될 경우 임의적 절차인지 필수적 절차인지 여
부가 문제되게 된다. 이는 의견수렴절차의 누락 또는 하자가 절차위반으로서
행정입법과 그에 근거한 행정작용의 효력에 가지는 영향과 연결된다.332) 초
기의 의견수렴절차는 행정의 자발적인 통제 절차로서 임의적 절차로 도입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경우에는 일
부영역에서는 필수적 절차로 전환되어야 한다. 임의적 절차로 두더라도 행정
입법 과정에 대한 주관 행정청의 재량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척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나아가 단순 기술적인 행정입법 규정들의 경우에도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행정조직, 세부적 내부 업무처리 또는 별지 서식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도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행정 업무처리
331) Harter, Negotiating Regulations, p. 42.
여기서 Harter는 특히 환경법의 영역에서 협상에 의한 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다각적
이해관계의 조정, 구체적 사실의 확정 문제, 어느 정도 가치적 판단이 필요한 점, 관계자들이 결론
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는 점은 다른 영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332) 독일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절차위반에 대하여는 법원이 의견
수렴절차상 하자가 행정입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경우협상절
차는 임의적 절차이나 약식절차의 공고 및 의견제출은 필수적 절차이다. 법원은 약식절차의 대상
성 여부 및 준수여부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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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의견수렴절차의 탄력적 적용
의 문제로 돌아가 주관 행정청의 일반 경험칙에 입각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의견수렴절차의 참여자

Ⅰ. 참여자 확정의 방법
1. '이해관계 조정'의 요소

의견수렴절차에서 이해관계 조정의 요소는 행정입법의 쟁점들에 대하여
특히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측면이
다. 이해관계인의 확정은 주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대한 판단근거로서 주관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13조의 당사자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는 대상영역별로 확정되
겠지만 개인이 아닌 최소한 계속적, 조직적 단체성을 가지는 집단의 대표자
가 참여해야 한다. 개인까지 포함할 경우 의견수렴절차 참여를 확정하기가
지나치게 곤란해지며, 개인적 사익과 외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333) 또한 특정 이해관계인의 참여 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특
정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경우 사후적으로 절차상 하자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다.
일반적인 이해관계인의 집단을 살펴보면, 경제계의 대표자, 노동조합, 시
민단체(소비자단체, 환경단체)의 대표자, 지역 주민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
를 가지는 다른 행정기관의 대표자를 생각할 수 있겠다. 시민단체와 지역주
민 단체의 경우 행정입법에 근거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
만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청이 미처 파악하기 못하였던 추가적
333) Trips, op. cit., SS. 165, 16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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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요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의미도 있다.

2. '전문성 요청'의 요소

전문성 요청의 요소는 의견수렴절차의 정보수집 기능과 밀접하며, 넓은
풀에서 선정된 최고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전문가의 참여의 경우
의견제출시 문서화 및 자료제출의무가 강화되며, 이는 추후 행정청의 행정입
법에 대한 근거자료로 보관된다. 특히 의견수렴절차에서 외부자에 의한 전문
성 확보에 의해 주관 행정청의 부담도 경감되고,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의 전문가라 함은 주관 행정청 이외의 기
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사기업 소속 전문가도 포
함된다. 다만, 의견수렴절차에서 전문가로서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객관
적이고 중립적일 의무가 있다.

3. '법률전문성'의 요소

법률전문성 요청의 요소는 행정입법의 내용이 상위 법령, 관련 법규와 저
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입법의 내용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타 이의신청절차와 관련되는 경우 특히 권리구제 체계와의 조화성이 검토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조실무 또는 학계의 논의를 행정입법에 반영함
으로써 행정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주관 행정청 내부 법률전문가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 법체계 조화성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전문성 요청은 행정입법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법제처 심사 단계
에서 검토될 가능성도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는 실질적인 내용 또는
사실의 문제에 보다 중점이 두어지고 엄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제처의 경우 수많은 행정입법334)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인적·시간
334) 특히 행정규칙의 경우 법제처 심사는 사후적·임의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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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유가 부족하다.

4. 세 요소의 상호관계

의견수렴절차의 제안과 위 세 가지 요소의 핵심은 결국 주관 행정청 외부
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행정입법절차에 함께 참여한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행정입법의 초안을 주관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의 책상 또는 외부 위탁
기관의 밀실에서부터 투명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주관 행정청은
절차의 진행자로서 참여자를 확정하는데, 세 요소는 이를 위한 판단기준이자
의견수렴절차가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표지들이다.
이러한 통합적 의견수렴절차는 행정청과 일방 당사자 간의 쌍방향적 의사
소통뿐만 아니라 참여자 서로 간의 다자적 의견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즉,
전문가의 객관적인 지식도 사회현실 또는 사회적 관행의 맥락에서는 추가적
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해집단의 의견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후
순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인 전문지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같은 자리에서 토론과 비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절차
의 참여자 확정 방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의견수렴 모델의 도형화: 의견수렴절차의 세 가지 요소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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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견수렴모델의 적용예시-출입국관리 및 외국인정책 영역의 경우
1. 현재 행정입법의 실태 및 개선가능성

현재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영역에서의 행정입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법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어 행정절차법의 행정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절차, 공청회 그리고 행정예고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정책에 관한 행정입법은 그 주무부서가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산재되어 있어 각 행정부처의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에 따라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정책은 우리나라 영토에 출·입국하는 인구의 관리
및 상주하는 외국 국적자들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관한 영역이라고 포괄하여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영역에서 국내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정되며, 행정체계와 처분의 고려 대상 밖에 놓여 있는 집단에 의해
사회 현실과 행정입법 및 처분의 괴리가 초래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입
되고 있는 외국 국적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입법에의 의견수렴절차가 행정청의 자발적 입법절차로 도입
될 경우 기존에는 절차적 정당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영역에서 적용되
는 모습을 가정해보도록 한다. 이는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 판단, 참여자의
확정 및 의견수렴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예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2. 의견수렴절차의 적용예시
가. ‘이해관계 조정’의 요소가 지배적인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행정입법으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
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 훈령335)을 들 수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1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각 호의
335)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 훈령[시행 2012.3.1] [법무부
훈령 제853호, 2012.2.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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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산업체(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성의 발급과 이미 연수를 하고 있는 기술연수생의 관리를 위해 필요
한 사항들을 정하는 법무부 훈령이다.336) 이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들로 외
국인 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산업체, 한국노동자단체, 법무부의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대표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담당관의 대표자
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나. ‘전문성 요청’의 요소가 지배적인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고시인 감염병 진단기준337)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호에서 ‘감염병환자’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서 규정하는 점에서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정책의 영역과도 관
련된다. 위 기준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발령된 것이며,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각 군의 감염병을 진단하는 기준을 정
하고 있다. 감염병의 진단 여부는 수많은 다른 법령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와 관련되는 내용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당대 의학기술의 최고 수준을 요
하며, 충분한 숙고과정을 걸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법률전문성’의 요소가 지배적인 경우
마지막으로 법률전문성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정책
영역에서의 쟁점으로 난민 인정 및 처우가 있다. 난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난민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338) 난민법 시행령에
서는 난민에 대한 교육 지원, 생계비 마련 및 직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난민신청절차, 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교육비 지원, 직업훈련 추천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339) 이러한
336)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 훈령 제1조.
337) 감염병 진단기준[시행 2013.9.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0호, 2013.9.13, 일부개정]
338) 난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제정]
난민법 시행령[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28호, 2013.6.21., 제정]
난민법 시행규칙[시행 2013.7.1] [법무부령 제795호, 2013.6.28, 제정]
339) 난민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 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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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규정들은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40) 위 협약 제1조에서 난민의 정의를 규정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난민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341) 따라서 위 난민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우리나라 현실
에의 적합성 그리고 국제조약의 내용과의 합치성의 요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0조는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난민인정에 관한
중추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난민신청절차의 국내 법체계 그리고 법실무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인권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필요하다. 나아가
난민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도록 국제법 전문가, 난민법 전문가에 의한 검토
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4절 의견수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Ⅰ. 자문적 위원회342)

의견수렴절차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의견수렴위원회의 의견은 주관 행정
청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자문적 의견에 그친다. 그러나 주관 행정청은 의견
수렴의 과정과 최종 의견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문적 위원회의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역할 및 운
영에 대하여는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위원회를 상당 부분 참조할 수

340)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발효일 1993.3.3 ] [
다자조약, 제1166호 ]
34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2조 내지 제34조
342) 의견수렴절차에서 구성된 ‘모임’을 논의의 전개를 위해 비상설의 ‘위원회’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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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자문적 효력만 가지더라도 의견수렴절차 전반의 기록화 및 기록
의 보관이 절차적 정당성 및 효용성을 뒷받침한다.
의견수렴절차의 회의록 및 최종 의견서는 추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
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 및 권리구제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는 법규명령의 경우 입법자료로서 다음 행정입법절차343)의 단
계로 넘어갈 때에 첨부되며, 행정규칙의 경우 주관 행정청이 보관하게 된
다.344)

Ⅱ. 운영 방식
1.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 판단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행정입법의 내용이 의견수렴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도 주관 행정청의 판단 아래에 놓여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경우, 특정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재량
적 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행정 내부의
재량 통제가 필요하다.345)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는 현실적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
가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RA)에서 협상절
차의 필요성 판단346)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 판단을 한다.
343) 제2장 제1절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명령 입법절차 참조.
344)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행정입법의
대상 영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견수렴절차에 참여한 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의견수렴절차의 기록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소송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345) Kolber, op. cit., p. 110.
여기서 Kolber는 국민에 의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입법의 내용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
을 하며, 특히 재량행위의 처분기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파악하였다.
346) NRA §563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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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수렴절차의 시기 및 빈도

의견수렴의 시기는 주관 행정청이 정책 실현을 위해 행정입법의 초안을
확정한 후가 되어야 한다. 초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상 문제의 쟁점들
이 파악되지 않을 것이며, 당초 관계자의 확정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 행정입법의 초안이라 함은 완결된 초안일 필요는 없으며, 중요 내용이 모
두 포함된 것이면 족하다.
의견수렴의 빈도는 최초 행정입법 제정 시에, 법규명령의 경우 중요 내용
의 개정 시 그리고 행정규칙의 경우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때
에 각각 실시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 특히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당해 행정규
칙에 대한 검토 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제정, 주요 개정
그리고 존속기한·재검토기한 도래 시에는 의견수렴절차를 통한 행정입법 내
용에 대한 실질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3. 의견수렴 방법 및 기록화

의견수렴위원회의 목적은 각 관계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핵
심 쟁점들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인들
의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합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최종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의견수렴절차에서 논의 과정의 진행은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화 되어 행정
입법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견수렴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문서화 하여, 참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행정입법 자료로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의견수렴절차의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행정입
법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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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앞서 의견수렴위원회의 자문적 성격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견수
렴의 결과는 주관 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주관 행정청은 그 입
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으며, 법규명령의 경
우 다음 입법절차로 넘길 수 있다. 다만 의견수렴 결과와 달리 채택할 경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가할 의무가 있다.

Ⅳ. 절차위반의 효과

의견수렴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행정입법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였을 때 처분의 위법성 판단, 특히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의 판단요소가 된다.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을 넓
게 인정하지 않는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입
법에 근거한 재량권 행사는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에서 중
요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5절 소결
행정입법에서의 공익은 선험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익을 찾
아가는 과정으로부터 결론의 정당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재
량권은 주관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행정청이 진다
는 점에서 협치(또는 거버넌스)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국민을 피치자 또는
지배권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닌 행정사무처리를 돕는 사람들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입법의 중요성 및 투명한 절
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행정입법의 항고소송 대상성이 제한적이어서 사후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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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좋은” 행정입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의견수렴절차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
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입법 과정에 정확한 입법 근거 사실의 제공 그리고 기준 설정에 절차
적 정당성 제공을 위하여 주관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
다.

의견수렴절차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관 행정청의 행

정입법재량을 존중하여 결정권을 인정하되347), 행정청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의견수렴절차의 도입은 주관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량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347) 박동열, 전게논문,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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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현행 행정입법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와 이에 대
한 의견제출제도를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규명
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또한 법제업무규정에서 행정입법예고의 구
체적 방법과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의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입안의 기본원칙, 중앙행정기
관의 국민 의견수렴 의무 그리고 행정예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만으로도 행정입법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는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수렴의 관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
였다.
행정절차법은 광범위한 영역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의견제출 및 공청회의 대상은 법규명령에 한정될 뿐만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
사유도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시되
고 있으나 효력 발생 후의 행정입법에 대한 단편적인 의견제시에 지나지 않
고 있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제도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 아니
며, 법제처의 조직상 한계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안단계에
서 주관 행정청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입법의 내용 확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절차는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독일의 행정입법절차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 조문들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규정이 없으며, 개별 법률에서 행정입법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만,
연방각부 공통 사무처리지침에서 행정입법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안단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또는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구하여 행정입법안에 반영한다. 연방차원에서 통일적인
절차규정이 없어 영역별로 행정입법절차에 편차가 생기고, 체계적인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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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되자 학계에서는 일반 행정입법절차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
다.
의견수렴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이해관계 집단, 전문가 집단, 경제계, 다른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참여자의 범주를 일반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참여절차는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보하
기 위함이고, 보조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의 기능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 특히 환경법 영역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참여절차를 모델
로 삼아 일반적인 참여절차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독일의 일반적 행정입법절
차의 필요성과 관계자 참여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우리나라 행
정입법절차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행정절차법에서 약식절차, 정식절차를 규정
하고 있으며, 대안적 제도로서 혼합절차와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절차가 도입
되었다. 미국의 행정법학계에서는 특히 행정입법절차의 경직화에 대한 우려
와 비판이 다수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행정입법제도의 창출을 촉발시켰다.
협상에 의한 행정입법은 이해관계 집단이 행정입법의 당사자로서 장기간에
거쳐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협상을 하는 국민참여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협상절차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기대가 컸으나, 실제 운
영에 있어서는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방법이 실무에서 도입되었는데, 이는 연방행정절차
법의 기본적 절차요건들을 잠탈하게 될 위험이 있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고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논의는 국민의 참여절차로 인하여 행정입법재량이 잠식될 정도
에 이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입법절차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국민의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
니라 협상에 의한 절차와 같이 복잡하거나 직접적 최종결정에 의한 방법과
같이 법률상 절차요건을 회피하지 않는 대안적인 행정입법절차에 의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도보다 행정입법절차가 취약한 우리나라
의 경우 바로 그 대안적 모델을 미국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고심해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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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행정에 대한 행위기준을 제시하
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작용하므로 규율 대상 영역과의 탄력적인 상호
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히 행정입법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구제절차가 없어 부당한 처분기준에 대해 다툴 방법은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행정입법절차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안단
계에서의 의견수렴과 정보수집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이 각 주관 행정청
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입법의 입안단계에서 이해관계 집단, 대상
영역의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규율 대상영역에 대한
파악이 절차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은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보다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입법 활동을 할 의무에서 도출된다. 그리고 자발
적 통제절차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을 마
련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행정입법에의 의
견수렴은 행정의 내부적 자발적 행정입법재량 통제로서 탄력적 성격이 인정
되어야 하며, 일관된 수준 유지를 위해 일반적인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
먼저 주관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특정 행정입법이 의견수렴절차의 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절차의 참여자
는 이해관계 조정의 요소, 전문성 요청의 요소 그리고 법체계 조화성의 요소
를 고려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제2절 결론
본 논문에서 논의한 것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미래지향
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이고, 현
재의 결정이 미래를 규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먼저 학계에서 행정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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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독일과 미국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은 현실적 제안과 예리한 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서만 최적화 된 의견수렴절차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입법절차의 입안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
청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
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주관 행정청과 관계되는
국민 간의 공정한 상호작용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절
차에서 공익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익들을 조
정함으로써 찾아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
체로서 행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갈등을 미리
해소하는 기능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행정의
적법, 타당성 보장과 행정의 신속, 효율성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이
는 의견수렴절차의 구성에서 구체화 된다.
좋은 행정입법의 내용은 여러 이해관계의 형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치들과 형량요소들을
모두 밝혀내어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절차를 통한 절
차 강화는 행정입법의 신속, 효율성 저감을 다소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행정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입법절차에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오히려 행정
청의 책임회피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의견수렴절차의 도입은 신
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다 본질적으로 의견수렴절차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국민이 성숙하였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개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교육 및 생활수준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하거나 편
향된 근거를 바탕으로 비공개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행정입법의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행정과 국
민 사이의 갈등관계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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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국민 스스로 행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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