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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글머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하게 되자 행정활동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회의 법률제정과 행정부
의 명령과 규칙 제정도 그 양적 측면에서 엄청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규범의
홍수(Normenflut) 상황에서 규범 내용이 복잡화·전문화 하므로 인하여 행정주
체가 법령적용을 위한 해석단계에서 다른 행정주체나 행정 상대방과 견해의 대
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를 입법과정에서 완벽하게 소화하기 힘
들고 법령의 적용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나타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는 법령의 적용단계에서 해석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규범의 내용
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규범과의 모순이나 충돌을 해결하여 잠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작용 내지 행정작용의 하나가 되었다.
선례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법령해석은 1980년대 초 이후 법학의 신데렐라
로 부상했다.1) 오늘날 법령해석의 문제는 공법의 제 영역에서 헌법이론과 더불
어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고 있다.
법령해석이 강조되는 것은 입법과 생활현실에서의 그 입법의 적용관계가 동태
적이기 때문이다. 해석자에 의한 법령규정의 해석이 반드시 입법자에 의해 원래
의도된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법의 제정과 해석사이의 공간거리나 시간거리가
멀어질수록 법조문의 형식적 이해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
하게 된다.2) 원래 입법은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행위와는 달리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다시금 입법의 내용을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4조는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기관으로 법제
처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일

부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정부의 ‘법령해

1) William N. Eskridge, Jr., 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Havard University Press, 1994, 1면.
2) 전게서,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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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3) 그리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
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행위는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제한 하에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 통일적으로 행하는 구체적 형성행위로서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유권해석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부 내에서 행정운
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법령해석에 관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
기 위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기능이며,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해
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있어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전체차원
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라고 할 수도 있다.4)
법제처는 2005년 7월 1일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령해석 요청권자
를 확대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법령해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전
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조치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
은 행정부 법령해석 원래의 목적인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시키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행위를 보장하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많은 도
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률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행정관계
법령에 머무르고 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무부 소관 법령은 제외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선거관계법령도 제
외되고 있다.
조례나 지방자치 단체 규칙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
3) 이와 같은 정부 내의 이원적인 최종적 법령 관할기관의 존재가 국민이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혼란을 불
러일으키고 양 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정부 내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담당하여야 하는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행 관할 체제에 의하면 보험업법은 법제처가 담당하고 상법 보험
편은 법무부가 담당하는데 보험분쟁에 적용할 법이 양법에 모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할 정부부서가 다
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분쟁해결에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4)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
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홈페이지
.
참조
http://ahalaw.moleg.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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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 자치법규가 중앙정부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의 법령과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선거관계법령은 실무상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있어 그 해석에 대하여 법제처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타 법령과 충돌과 저촉을 방지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전체의 통

일성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전문 법령해석
기구에 의한 행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반 민원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해
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만 민원인도 법제
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원 나아가 일반 민원인이 직접
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

현행 법제상은 명문 규정이 없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보
호하고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확
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부에서 문제되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
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행정부의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
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국가행정기관의 법집행의 적합
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이바지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령해석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
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법령해석 요청 주체의 확대와 법령해석 대상의 확대 문제를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행정부 법령해석 원래의 목적인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
성을 제고시키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행위를 보장하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법령해석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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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I. 법제처 법령해석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각
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임은 헌법상 당연하다. 하지만, 실정법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에도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4조는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
으로 관할하는 기관으로 법제처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26조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
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정부의 ‘법령해석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
석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1일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령해석 요청권자를 확
대하고 독립적, 전문적 해석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법령해석의 범
위를 확대하고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조치 이
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법령해석 원래의 목적인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시키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행위를 보장하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건수
는 급격히 증가하고 또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고 국민의 권리보
호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업무와 관련하여 그 신청주체를 확대하고 그 신청
대상 법령을 확대하여 법령해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상호관계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를 획정하여 법령해석의 국가적 효과를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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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부 내에서 행정운영의 적법
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법령해석에 관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서 정부의 최종적
인 유권해석을 파악하여 국민의 법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신속한 권
리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이
러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법령해석 요청 주체의 확대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신청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 중앙 행정기관의 장
현행법상 부·처·청 또는 위원회 등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
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해
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
저 들은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부
처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완비 되어 있어 뚜렷이 개정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일
응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 있어서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실무를 검토하여 개정할 사항을 발견하여 개정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해
석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차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해석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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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일차적 관할 권한을 존중하면
서도 법제처의 통일적, 독립적, 전문적 해석권을 존중하는 규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응 판단된다. 다만 실제 연구에 있어서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무를 검토하여 개정할 사항을 발견하여 개정의견을 개진하
도록 한다.

3. 민원인
현행법상 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행정관계법령에 대하여 법
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요청을 한 후 그 해석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
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당해 기관의 회신내용과 민원인이 제출한
법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
부하여 지체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차적 관할 권한을 존중하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인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보장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민원인
인 경우에는 법령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을 먼저 요청한 후 그 해석을 수
용할 수 없는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렇게 함으로서 법제처의 통일적, 독립적, 전문적인 법령해석권을 존중하고 실효
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이 국민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구할 경우에 고충처리의 일
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해석과 그 집행을 요구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이 문제는 고충처리의 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되어 정부 내에서는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제처의 법
령해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국회나 국회의원
현행법상으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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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인 국회나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법령해석요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행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
하고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행
정부의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준비
하고 국가행정기관의 법집행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국
민의 권리보호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국회나 국회의원의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
에 대하여 법제처와 법령소관 행정기관과의 권한 분배와 상호 협조문제 그리고
법제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국회나
국회의원의 해석 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권한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헌법상, 행정법상의 이론적 문제 및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탐구하
도록 한다.

5.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법령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기관
이다. 따라서 법령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행정법령은 일반 민사나 형사법령에 비하여
행정목적이 공익의 달성이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적, 체계적합적 성격을 지닌
다. 특히 사회국가, 급구국가 경향이 강하여지고 계획행정, 조성행정 등이 일반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법의 해석에는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 민사관계나 형사관계에 정통한 일반법관이나 헌법재판에 전문지식
으 가진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이러한 행정법령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법관계를 심리하여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부에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부 내부에서의 해석이나 적용관행
에 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법관계에서 헌법적 쟁점을 심리하여
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도 이러한 내용을 질의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행정부 내부에서의 해석이나 적용관행을 파악하
기 위하여 행정부에 사실조회의 형식으로 질의하는 경우에 어느 행정기관에 질
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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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격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법제
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도록 한다.

III. 법령해석 대상의 확대

1. 헌법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의 해석이므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심
사할 수 있지만 헌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행
법제상 헌법을 법제처가 유권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실무상 부
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 모든 법령해석의 출발점이
되고 또 행정부 내에서 헌법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해석권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귀속하기 때문에 행정부 내의 정부
기관이 이를 유권해석하는 것은 권력분립상 문제가 있고, 또한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제처가 정부를 대표하여 헌법해석권을 가질 경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해석에 대한 다툼이 독자적
인 분쟁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수적으
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해석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최고법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
석이 체계적, 통일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권력분

립상이나 정치적 문제등을 감안하여 법제처가 헌법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하도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령
우리 헌법은 국가의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키되 선
거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있다. 법제처는 대통령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령의 해석
이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령과 법제처 법령해석 가능 법령의 관계
조문에 대한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원인의 법령해석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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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가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의 법령해석 권한과 법제처 법령해석 권한이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충돌되는 경우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선거관계법령과 관련하여서도

타 법령과 충돌과 저촉을 방지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
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전문 법령해석 기구에 의한
행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조례와 규칙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의 해석이므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심사할 수 있지만 자치법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
다.5)자치법규 중에서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위임법령의
해석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수한 고유사무
에 관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고유사무에 관하여서도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고
유사무에 속하는 조례에 관하여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6) 그리고 지
방자치법 제171조와 제172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자치법규에 대한 감독권
을 가지므로 그 감독권의 일환으로 조례와 규칙의 해석권이 주무부장관에 있다
고 할 수도 있다.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과 모순될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각급법
원이 이를 심사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이 국민
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제처가 조례와 규칙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다면 이러한 법원과 헌법재판
소의 해석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 이러한 권한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가
5)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조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하여 법문상은
자치법규는 법령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법령해석에서 제외된다고 형식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다. 왜냐하면 자치법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고, 법체계의 통일성
유지가 법령해석의 기본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6) 법령의 범위내에 대한 학설 소개 참조. 조례라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이 일전한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구가의 법령과 도일한 목적으로 동일사항에 대하여 국
가의 법령보다 강한 형태의 규제를 가하는 조례，법률에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위
임의 한계를 초월하는 조례，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한 조례인가 여부 등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인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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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일응의 결론은 사법해석과 정부해석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행정

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해
석권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도록 한다.

4. 조약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헌법 제60조에 의하
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외의 조약은 명
령이나 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7)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약은 법형식상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는 다
른 법규범이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나 다른 조문 상으로는 조약은 문리해
석상 법령유권해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이 헌
법 보다는 하위이지만 법률보다는 상위라는 견해에 의하면8) 조약은 법률과는
법규범의 단계구조상의 지위가 다르다. 조약은 또한 국가의 대외적 주권과 관련
되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근거한 특수한 성격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약도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특히 조약의 체결에 직접 관여하고 외교문제를 총괄하는 외교통상
부와의 관계에서 법제처가 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을 가지는지 여부
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조약이 헌법에 의하여 일반적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조약에 대하여도 법
제처가 체결비준에 앞서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효력 발생 후 사후적
으로 조약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측
면이 있다. 따라서 조약에 관하여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유권해석이 가능한 조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법 규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180면 참조. 헌재 1998. 11. 26. 97헌바65; 1999. 4. 29. 97헌가
14; 2001. 9. 27 도 법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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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IV. 법령해석심의조직의 개편
2005년 7월 1일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령해석 요청권자를 확대하
고 독립적, 전문적 해석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법령해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한 이래로 법제처의 법령해
석 요청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법령해석위원회의 위원들도 다수 선임하였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계속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업무가 증대한다면 기존의 시
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위원회의 법적 성
격에 관하여는 단순한 자문기구설, 심의기관설, 의결기관설 등으로 그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이 문제도 확실히 규명하여 법제처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관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반적 의결요건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의결요건이 서로 다른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9) 법제처 조직에 내부에서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기
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그 행정보조조직인

법령해석정보국의 확대재편문

제도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 내에서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그 보조조직의 확대

개편 문제와 법제처 내부에서의 권한 배분문제점들에 대하여는 구체적 연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법령해석요청 주체와 대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관련되
는 한에서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
여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는 없었으나 참조할 만한 대표
9)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7조의 3 제5항은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
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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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과로는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이 2005년도에 발간한 ‘조례 등 정부유권
해석의 대상과 그 한계’라는

책자와 고려대학교 정영환교수가 2006년 법제처

의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물을 제출한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
한 제도운영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이성환 교수가
2007년 ‘입법학연구’에 게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에 관한 입법

학적 고찰”을 들 수 있다. 법령해석관리단의 발표물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
한 실무를 고려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정영환 교수의 연구물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유권해석제도에 대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폭 넓은 연구를 진
행한 우수한 연구업적이다. 그리고 이성환 교수의 연구물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업무에 대한 조망적 연구물이다.
그런데 이들 성과물은 모두 법령해석주체와 대상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기
보다는 법령해석 일반에 대한 고찰에 머물렀고 또한 2008년 이후의 법령해석
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의 주체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제도를 고찰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연구의 연구진행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법령해석제도 등에 대한
문헌연구, 판례조사, 실제 운용사례 분석 등 필요한 실증적 연구의 방법을 병행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원들과 실무 담당자
와의 심도있는 면접 및 국회의 입법해석 담당부서와 담당자,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법령해석 담당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관할하는 기관의 담당자
와 상의하여 현실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들 사이의 학술회의 1회를 개최하였
다.

제2장법제처 법령해석의 의의와 역사

제1절 법제처 법령해석의 의의

I. 법해석의 의의 및 과제

- 12 -

법해석은 당해 법령을 근거로 하여서 의문이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이 개입할 여지
가 없고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다. 법규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이 경우에도
‘이해’(Verstehen)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과정이

문제되고

해석

(Auslegung)은 필요하지 않다.10)
실제 현실의 법생활에 있어서 법해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해석
의 중요성은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광범하게 구축된 재판제도를 갖고 있는 법치
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크다. 헌법국가 혹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나 통
상의 사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도 법
을 해석할 경우에 모든 국가권력이나 국민이 법에 구속된다.11) 이 구속력에 근
거를 부여하고 정당화해주는 것은 사법적 결정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법의
내용을 정당하게 표현하였을 경우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법의 내용을 구
속력 있게 확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존립근거가 되는 법의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
하고 법생활 전체에 있어서 법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법해석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해석의 과제는 법적으로 ‘정당한’ 결과를
데서 찾아내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통제 가능한 절차 가운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통제가능하게 정당한 법적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리하여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마련하는 것 법
치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12)

II. 법해석의 원칙

1. 전통적 해석원칙
전통적 해석론은 보통 법규범의 문언, 제정과정, 법조문 사이의 체계적 관계,

10) 다만 광의에 있어서 법해석은 법이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이해 역시 법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
성 속에서 특정한 내용을 결정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11) 일반 사법부의 경우에 사법부 결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직무유기죄 등 형법위반이 문제되고 헌법재판
소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7조나 제75조 등에서 명문으로 인
정하고 있다.
12) K. Hesse(계희열 역), 서독헌법원론(제15판), 박영사, 1987, 51-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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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의 역사, 규범의 의미와 목적에 주목함으로써 규범의 객관적의사와 규범
정립자의 주관적 의사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통적 해석론은 법적 결정의 대상인
구체적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규범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 여기에 규율하고자
하는 생활사태를 삼단론법적 추리의 방법으로 포섭(包攝)하여 결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에 따르면 해석이란 원칙적으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전술한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의사의 단순한 사후집행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해석밥법((Auslegungsmittel = “canones”)으로는 사비니(Savigny)의
해석방법인 ‘규범의 문구로부터의 해석(문리해석: Grammatische Auslegung),
규범의 관련으로부터의 해석(체계적 해석: Systematische Auslegung), 규범의
목적으로부터의 해석(목적론적 해석: Teleologische Auslegung), 법률자료와
성립사로부터의 해석(역사적 해석: Historische Auslegung)이 있다.13)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전통적 해석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은 분명하다.14) 법학자들이나 실무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해석의 ‘객관적 논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이 법
규에 표현되어 있는 입법자의 객관화된 의사이고, 이 의사는 이 법규정의 문구
와 그 규정이 위치하고 있는 의미관계에서 밝혀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입
법절차에 참여한 기관 또는 개개 구성원의,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 관념
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어떤 법령의 성립사는 그것이 전술한 전통적
해석원칙에 따라 확인된 해석이 정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결정을 도출할 경우
에만 고려됨이 일반적이다.

2. 문제점
전통적 해석에 대하여는 사회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
다.15) 전통적 해석의 목표는 법령에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 의사
13) K. Hesse(계희열 역), 서독헌법원론, 53-54면 참조.
14) 대법원은 “
어업면허규칙 제19조는 전체적인 체계로 보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이 사건
과 같은 경매에 의한 어업권 이전의 경우는 어업면허규칙 제19조의 해석으로 가능한 한계를 벗어난 경
우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4.5.14.선고 200
2두124
65판결 【어업권
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15) K. Hesse(계희열 역), 서독헌법원론, 54-57면 참조.. 따라서 독일 학계에서 법률 해석에 관한 고전적
해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밖의 해석방법을 개발해 왔다. 헌법합치적 해석(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유럽공동체법 또는 지침 합치적 해석(Gemeinschaftsrechts- oder richtlinienkonfo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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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n)의 확인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세기의 독일 판덱텐법학에서 형성되

고 당시의 법학에 채택되었던, 법에 있어서의 의사의 도그마(Dogma)에 기반하
고 있는데 이 도그마만으로는 더 이상 현대 법의 적절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이
러한 이해방법은 법적 상황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법령이 가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즉 법해석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령이나 입법자는 실제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결정을 위한 기껏해야 단서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는 경우,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기껏해야 추정적 의사내지 제도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령
에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의사 또는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의 확인을 해석의 목
표로 간주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제로는 미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후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해석의 문제점을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지 제한적으

로만 사후집행일 뿐이며, 더욱이 포섭일수는 없다. 해석은 오히려 그 목표가 이
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통적 해석방법들은 그 자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경우, 충분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문구는 흔히 어의(語義)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무엇에 준거하
여 그 의가 규정되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일반적 용어이냐 또는
특수한 법학적 용어이냐 또는 그 개념의 그때그때의 기능이냐 등에 따라 그 의
미가 달라질 수 있다. ‘체계적 해석’은 규범이 법률의 특정위치에 배치되어 있
다는 형식적 관련에 주목하느냐 또는 내용적 관련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목적론적 해석’은 거의 백지에 가깝다. 왜냐하면 어느 법규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질문해야 한다고 하는 해석원칙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 의
미가 확인될 수 있는가라는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해석방법간의 상호관계가 명백하지 않다.

해

석방법들 중에서 그때그때 어느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혹은 어느 방법을 우선
시켜야 하는가라는 것은 미해결의 문제이고 더구나 그 방법들이 상이한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Auslegung), 비교법적 해석(Rechtsvergleichende Auslegung), 유권해석(Authentische Auslegung) 등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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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대두되는 의구심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실무상 해석이 스스로 인
정한 전통적 해석원칙으로부터 종종 아주 멀리 벗어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다.16)

III. 구체화로서의 법해석
법해석은 법의 구체화(Konkretisierung)이다.17) 법의 내용으로서 아직 분명하
지 않은 것은 규율하여야 할 현실상황을 끌어들여서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법적 해석은 창조적 성격을 갖는다. 즉, 해석되는 규범의 내용은
해석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된다. 하지만 법적 해석은 또한 단지 그러한 제한 내
에서만 창조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즉, 해석행위는 법규범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1. 법해석의 조건
구체화는 구체화되어야 할 규범의 내용에 관해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해는 해석자의 ‘선이해’(先理解: Vorverstaendnis)와 그때그때 해결되
어야 할 구체적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해석자는 규범의 내용을 역사적 존재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부터 파악할 수는
없고 해석자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 역사적 상황으로부터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상황의 생성과정이 해석자의 사고내용을 형성하며, 그의 지식
과 선판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단의 내용을 선이해로부터 이해한
다. 이 선이해에 의하여 비로소 해석자는 일정한 예상을 갖고 규범을 바라볼 수
있으며 전체의 의미를 예측하여 해석의 선구상(先構想: Vorentwurf)에 도달할
수 있다. 그 후에 이러한 선구상은 그때그때 수정된 사상들이 끊임없이 사태
(Sache)에 접근하는 결과로서 의미의 통일성이 명백히 확정될 때까지 면밀히
검토되는 가운데서 검증, 정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이해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판단의 예상
(Antizipation)들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석의 기본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16) K. Hesse(계희열 역), 서독헌법원론, 54-56면에 주로 의존하여 서술하였다.
17) K. Hesse(계희열 역), 서독헌법원론, 58면 참조. 이하의 설명도 이 책 58-65면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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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연한 착상의 자의나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사고습관
에서 오는 편협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사상 그 자체에’ 시선을 향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와 더불어 제기되는 선이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는 무
엇보다도 법이론의 임무인데, 법이론이 구체적인 법질서와 관련하여 획득되고
구체적인 사건판례를 통해 끊임없이 주고받는 가운데서 확인되고 시정된다면
그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법해석의 두 번째의 조건은 전술한 조건으로부터 관념적으로만 구별할 수 있
으며, 실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구별할 수 없다. 즉, ‘이해’와 구체화는 오직 구
체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해석자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규범의 내용을 확정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해하고자 하는 규범을
지금 눈앞의 문제에 관련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규범내용의 확정과 규범을 구체
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적 과정이다. 어구 자체로 이해될 수 있
는 주어진 어떤 것, 즉 일반적인 어떤 것을 먼저 확정하고 하나의 사태에 사후
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문제와 무관한 법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파악도 또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제의 파악은 마찬
가지로 해석자의 선이해에 의존해 있으며, 그 선이해 자체도 법이론적인 근거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법이론은 규범 이해에 뿐만 아니라 문제이해에도
연관되어 있다.

2. 법규범의 구체화 절차
해석이 구체화하려는 규범과 해석자의 선이해 및 그때그때의 해결하려고 하는
구체적 문제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이들 요인으로부터 분
리된 독자적 해석방법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구체화의 절
차는 해석의 대상인 법 및 그때그때의 문제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완결되고 통일적인 논리적·합리적 또는 가치위계적
인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며, 그 규범의 해석이 사전에 주어진 것을
단지 사후 집행하는 데만 있을 수 없다. 법은 이와 같은 사정에 상응하는 구체
화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즉, 규범에 의하여 조종되고 제한된, 환언하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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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속되는 문제변증론적(topisch)인 절차 가운데서 지도적인 관점들이 발견되
고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도적 관점들은 창조적으로 발견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어 토론에 부쳐져야 한다. 또 결정의 근거를 납득이 가고 확신을 갖도록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관점이 객관적으로 적정하고 생산적인 전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에 기여하는 추론을 가능
하게 한다. 그 경우 많은 가능한 관점에서 어떤 관점을 끌어내는가는 해석자가
임의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석자는 한편으로 문제와 관련된 관점들만을 구
체화에 사용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한 결정은 사항과 관계없는 논점을 배제해버
린다. 다른 한편 해석자는 구체화하려는 법규범이 그 ‘규범프로그램’과 ‘규범영
역‘에서 구체화 요소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법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이들 구체화요소의 적용가능성과 정서 및 평가를 위한 지침으로서 무엇을 포함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의존해야만 한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렇게 획득되는 관점들을 끌어들이고 정서하며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지도적인 몇가지 법해석의 원리들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법체계의 통일성의 원리이다. 법령의 개별요소들의 관련과 상호의존 때문
에 개별규범 뿐만아니라, 항상 그 규범이 놓여져 있는 전체적 상황도 고찰할 필
요가 있다. 모든 법규범은 다른 법규범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
다. 오직 법의 기본결단과 일정하며, 또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해결만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된다.
다음으로 실제적 조화(pasktische Konkordanz)의 원리이다. 즉, 법적으로 보
호되는 법익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각 법익이 모두 실현되도록 상호 정서되어야
한다. 법익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 성급한, ‘법익형량’이나 심지어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다른 법익을 희생하여 하나의 법익만이 실현하여서는 안된
다. 오히려 법체계의 통일성의 원리로부터 최적화의 과제가 제기된다. 즉, 모든
합법적 법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가 그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경계
획정은 그때그때의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비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획
정은 관련된 법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한다.

3. 법의 구체화와 유권해석
법해석의 방법이 법의 구체화라고 본다면 이러한 법해석에게 가장 유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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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이 적용되는 상황 모두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다. 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잘 이해하는 관계자는 법해석이 문제되는 상황과 관
련된 자이고 법해석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이다. 하지만 이해관계로 말미암
아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적 기관으로 공적 권위를 가진 제3자가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입법에 관여하
였다면 이는 해석에 가장 적합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 법해석에 있어서
역사적 해석에 가장 적합한 자이면 서 또한 입법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입법자로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롭게 법을 구체화 하여 법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 공적 권위를 가지고 법해석을 하는 것을 유
권해석이라고 하는데 유권해석자는 법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법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규범심사,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1) 규범심사와 법령해석
법령심사는 광의로는 법령의 효력여부를 심의하고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로는 법령의 내용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
위법령의 상위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효력의 존속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다. 보다 광의의 용어로는 규범심사 혹은 규범통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심사는 하위법령의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하위법령이 상위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
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는 대부분 한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하위법령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도
해석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혹은 법률의 합헌적 해
석이라는 것이 하위법령인 법률을 상위법령인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방
법으로서 이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의 심사이면서 동시에 법률에 대한 하나의
해석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법령심사는 많은 경우 법령해석과 연관되어 있어 이
둘을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 19 -

법령심사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규범심사 혹은 규범통제라는 말에는 주지하는
바대로 사전적 규범심사와 사후적 규범심사, 추상적 규범심사와 구체적 규범심
사 그리고 독립적 규범심사와 부수적 규범심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사전적 규범심사란 구체적인 법률상의 쟁송이 발송하기 전에, 바꾸어 말하면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규범의 효
력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사후적 규범심사란 구체적인 법률
상의 쟁송이 발송하여 다툼의 과정 속에서, 바꾸어 말하면 권리와 의무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 절차 진행 중에 규범의 효력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규범심사란 구체적인 법률상의 쟁송과 관계없이 바꾸어 말하면 권리
와 의무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과는 관계없이 순수히 특정 규범의 법
적 효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 규범심사란 구체적인 법
률상의 쟁송이 발송하여 다툼의 과정 속에서 특정규범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범의 효력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적 규범심사란 특정 규범의 법적 효력여부를 직접 심사하기 위한 규범심
사를 의미하여 다툼의 대상자체가 특정 규범의 법적 효력여부인 경우의 규범심
사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부수적(inzident) 규범심사란 특정 규범의 효력여부
를 직접 심사하기 위한 심사가 아니고 다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수적으
로 규범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의 다툼의 대상은 특정 규범의 법적 효력
의 인정여부가 아닌 경우의 규범심사를 의미한다.
법령해석도 사전적 법령해석과 사후적 법령해석, 추상적 법령해석과 구체적
법령해석 그리고 독립적 규범해석과 부수적 법령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행정부에 의한 규범심사
행정기관은 법률, 그리고 상급 행정기관의 명령 등이 법적 효력을 가졌는지
심사해야

하며

이를

행정

내부의

규범심사(Verwaltungsinterne

Normenkontrolle)라고 부른다.18) 행정 내부의 규범심사 절차는 법원의 규범심
18) Wolff, Hans J./Bachohf, Otto/Stober, Rolf, Verwaltungsrecht I, 10 Aufl.,
Muenchen 1994, S. 31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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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Gerichtliche

Normenkontrolle),

(Gemeinderechtliche

Normenkontrolle),

지방자치단체법상
추상적

규범심사

규범심사(abstrakte

Normenkontrolle),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 등의 절차와 함께 규범
의 효력을 심사하는 통제절차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행정내부의 규범심사가 기
타 규범심사와 구별되는 기준은 일단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가 행정부 내부의
사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상급 행정기관 특히 규범을 제정한 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게
이의 제기의 방식으로 규범의 하자를 지적해야 한다. 이를 행정기관의 규범심사
권한(Pruefungskompetenz)이라고 부른다. 행정기관의 이의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자신은 이 법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적용의 범위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의 제정권한 자체를 보유한 기관이 그
법규를 헌법 또는 형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의미 연관이 살아있게 제정하였다
는 의미를 유지한다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19)만약 행정기관 자신은 사안에
적용해야 할 규범(법원: Rechtsquelle)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그 규범에 따라 절
차를 밟아 나가라는 명령(Anordnung)이 내려 왔다면, 그 명령은 상급행정청 내
지 감독행정청이 그에 따라 수행한 행정작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인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20)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는 행정 내부의 법령심사, 규범심사 제도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입법에 관여한 법제처에 대하여 특정법령에
대하여 일정한 해석을 하면서 법령의 하자 등을 지적하는 경우에 법제처는 그
법령을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법적 규범력이 있도록 해석하여
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법한 해석 범위 내에서만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와 특별히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사전적 규범심
사, 추상적 규범심사, 독립적 규범심사이다. 그런데 부수적 규범심사도 문제로

19) § 56 BBG; § 38 II BRRG의 유추해석; Kopp, DVBl. 1983, 822; Loschelder, in:
HdbStR III, § 68 Rdn. 92 ff.
20) Wolff/Bachof/Stober (1994), S.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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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부수적 법령해석과 독립적 법령해석이다.

다른 법령을 해석하는 와중에서 이와 연관된 다른 법령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
이 부수적 법령해석이다. 예를 들어 학위 인정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에 사립학
교 설립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학교법의 유효여부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부수적 규범심사라고 하겠다. 독립적 법령해석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특정법령의 법적 효력인정 여부 그 자체이고 그 인정결과가 다툼에 직접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정의 효력은 매우 크고 또한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도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부수적 법령심사는 다툼의
대상이 규범심사 대상 그 자체는 아니어서 다툼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이고 또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에도 간접적 효력만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부수적 규범심사인 경우에는 절차의 엄격성이나 형식성이 상대적으로 약하
고 심사에 따른 결정 역시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수적 규범심사인 경우에는 독립적 규범심사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그 심사
권한을 인정할 있다고 본다.
또 법령해석에는 직권에 의한 해석(자발적 해석)과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해석(질의에 의한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법령해석이 법령심사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법령심사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분쟁의 당사자 중 어
느 일방 혹은 쌍방의 제소에 의하여 독립된 기관이 무엇이 법인가를 - 이 경우
에는 다툼이 있는 법령이 유효한 법령인가를 -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용인 사
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잠재적 해석 가운
데 한가지 해석을 선택하여 이러한 선택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대한 심사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사법적 성격을
강하에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해석은 준사법적 성격을 가
지고 가능한 여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독
립된 공정한 기관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계된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준 후에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법이론상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법령해석이 독립적 법령심사적 성격이 아니고 단지 다른 법령을 해석하기 위
한 부수적 규범심사이고 질의에 의한 해석이 아니고 직권발동에 의한 해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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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석권한을 보다 광범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수적

법령심사로서 법령해석인 경우에는 관계인들에 대한 법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심사결과의 구속력도 약하기 때문이다.

제2절 법의 유권해석

I. 유권해석의 의미

유권해석(Authentische Auslegung)은 해석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하는 해석을
의미한다. 특히 어떤 문언에 대하여 작성자 또는 입법자 자신이 해석하는 방식
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법적 정의(Legaldefinition)와 구별해야 한다. 법적 정
의는 해석대상인 법률 문언와 동일한 문언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은 종래 고전적 해석기준 중의 하나로 인정되지는 못했다고 해서 중요
성이 다른 해석방법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국제법 영역
에서는 유권해석은 전통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해석도구로 다루어 왔다. 뿐만
아니라

행정법

영역에서

규범을

해석하기

위한

행정규칙(Verwaltungs-

vorschriften zur Auslegung von Normen)은 그것이야말로 유권해석의 전형적
사례라고 평가되어 왔다. 행정규칙의 목적과 내용은, 최고행정청이 어떤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확정하여, 하위 행정기관은 가능한
한 평등원리에 부합되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영역의 종사자(Bedienstete)는 최고행정청의 지시에 기속된다(Weisungsgebundenheit)는 방식 즉 유권적 방식을 매개로 규범은 집행되는 것이다.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행정 영역에서 해당 부문의 최고행정청이 해석주체로서
권위를 가진다. 해당 부문의 최고행정청은 행정규칙을 발급한다. 하위 행정기관
은 상위 행정기관의 지시에 기속된다. 이로써 행정의 해당 부문에서 통일성 있
는 행정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해석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그리고 전면
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 해석방법론에 따르면 유권적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방식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법원은 헌법상 행정에 대하
여 지시에 기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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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과정으로서 법령해석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권한의 명확한 배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획정된다. 그
래야 행정작용의 신속한 집행도 가능하다.

II. 유권해석의 종류

유권해석의 종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으나 해석주체를 기준으
로 하면 입법부에 의한 해석, 행정부에 의한 해석, 사법부에 의한 해석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입법부에 의한 해석은 국회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국회에 의한 해석은 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국회에 의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의
미하기도 한다. 먼저 국회 내에서 유권해석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
다.21)
다음 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해석은 비단 국회만이 아니고 행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입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의 정립이지만 상
위 법규범에 대하여 하위 법규범의 정립은 상위 법규범의 구체화로서 상위 법
규범의 해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헌법의 구체적
해석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제정이 입법부에 의한 대표적인 입법해
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 의하여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해석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시행령인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결과 그리고 시행규칙인 부령은 헌법, 법
률 그리고 시행령의 구체적 해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은 국가기관이 행정법령 등의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행하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관철력 있는 해석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라 함은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법제처나 행정심판기관처럼 별
도의 규정에 의하여 해석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도 포함된다. 또한 행정해석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22) 입법부가 입법부
내부의 의사진행이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석이나 사법부가
21) 국회법 제
22) 정영환/ 허성일/ 김주/ 이명민,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운영에 대한 연구, 법제
처 연구용역보고서, 2006. 10. 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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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부의 재판절차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석은 행정해
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해석은 법원의 판결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의 해석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
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법령의 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 사법해석은 사법의 속성으로 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쟁당사자의 제소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해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사법해석과 관련하여 보면, 법원에서 하는 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정부유권해석
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
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입법취지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23)

III.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즉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해석에 관
하여 일관된 견해를 유권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의 법령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원리가 충돌하
거나 경합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행정부는 법률의 집행이라는 업무를 수임하였다.
우선 법치주의 원리에서 말하는 법은 특별하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개정되는 헌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의 각종 법규명령 등으로 원칙
적으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규범이다. 이와 같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
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외부법에 속하는 규범을 일반적으로 법령이라고 한다. 행
정부 내부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자면 법령
의 해석은 필요적 요청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최종적 법령 해석을
전제로 행정부 자체에서도 법령을 해석해야 집행할 수 있다. 그때 행정부의 집
행대상은 이미 제정되고 이어 개정되어온 다수 그리고 다양한 형태나 내용의
법률과 명령이므로, 이들을 집행하자면 애매모호한 또는 상충하는 해석 등을 어
23) 법제처, 법제처 60년사, 2008, 3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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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하든 통일시켜야 한다.
그런데 법률 집행의 주체인 행정부는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자체가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단위조직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서 법령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
면서 단위조직 사이의 법령해석에 관한 괴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정부 조
직의 특성이 피라밋 구조로서 상명하복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유권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조직논리상 제기된다. 이렇게 보면 법치국가 원리상 법령해
석에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적 법령의 유권해석이 없을 경우 행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다수의 주체 사
이에 법령의 조항 자체의 모호성, 다른 법령과 모순, 재량행사에 따른 집행의
적절한 균형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면,
다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해야 한다거나24)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유권해
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별개의 행정조직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조직 중 일부가 업무를 맡는 것
으로 족한지 등에 관하여 또한 이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행정부의 법령심사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이다. 행정부의 법령심
사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최종적 심사주체인 법원 내지 헌법재판소의 법령심
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법령심사
는 법원 내지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를 전제로 하여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확보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행정부의 법령심사는 그와 동시에 통일적인 행정작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다. 법체계적 측면에서 행정작용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살
펴보면 행정작용의 주체에게는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된다. 행정조직이라고 총칭하는 다수 주체가 피라밋 형식의 구조 아래의 복합체
로서는, 어떤 행정작용을 행하든, 모순과 불평등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 내
지 심각할 경우 위헌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행정작용의 상
대방으로서 시민의 자리에서 보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 내지

24) 예컨대 법령에 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행정청의 유권해석의 대상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누가 행정청의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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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평등권 등의 주장을 유발하는 침해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모순이나 불평등 사태를 초래
하는 개별영역 행정주체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행정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행정각부의 영역을 넘는 차원에서 행정의 통일성을 확
보한다는 수단으로 추구하는 행정 자체의 효율성 문제에 연계된다.

제3절 법제처 법령해석의 의의와 법적 성격

I. 서언

입법이란 본질에 있어서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의 정립이기 때문에 구체화에 있
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25) 법의 일반성, 추상성은 모든 수범자에게 평등
한 법의 적용을 보장하지만 다른 한편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일반성, 추상성
에 수반하는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의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관계되는 당사자
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의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보다 구체화된 하위 법규범을 다시 입법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다양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을 입법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사
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그 한계가 존재한다. 헌법의 구체화로서 법률 그리고
법률의 구체화로서 명령 등을 들 수 있고 그 하위에 규칙이나 예규, 지침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법만으로 다양한 환경과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사례를 다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법규범의 실제 사례적용에 있어서
는 필수적으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해석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법의 해석에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하는 학리적 해석도 존
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구속력을 발휘하는 해석은 법적으로 해석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다. 국가를 법규범질서 체제로 이해하는 Kelsen에
의하면 사법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하
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25) 이성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입법학연구, 2007.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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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에게도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4조는 법제에 관한 전문사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기관으로 법제처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
정 제26조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
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정부의 ‘법령해석기관’으로 규정하고 있
다.26) 그리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
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란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제한 하에
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 통일적으로 행하는 구체적 형성행위로서 법
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유권해석은 공익을 달
성하기 위하여 행정부 내에서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법령해
석에 관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하여 대통
령 및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기능이며, 행정기
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있어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
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전체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라고 할 수도 있다.27) 법령해석이란 결국 행정부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 혹은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할 수 있다.
사법작용이란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 등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다툼의 당사자가 그 다툼의 해결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에 청구하여 그 기관이 무엇이 법인지를 확인하여 주어 다툼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작용은 사법기관 즉 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
26) 이와 같은 정부 내의 이원적인 최종적 법령 관할기관의 존재가 국민이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양 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정부 내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담당하여야 하는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행 관할 체제에 의하면 보험업법은 법제처가 담당하고 상법 보험
편은 법무부가 담당하는데 보험분쟁에 적용할 법이 양법에 모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할 정부부서가 다
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분쟁해결에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27)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
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홈페이지
.
참조
http://ahalaw.moleg.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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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제소가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법령해석도 이러한 사법작용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미 설명한대로 행정작용이다. 즉 정부의 법령해석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서 법집행과정과 관련된 당해 행정기관 혹은 하급행정기관이나 국민의 질의에
대하여 당해 법집행기관이나 혹은 정부 내 법전문 행정기관이 회신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정부의 법령해석은 행정의 법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하
고 있지만 이와 아울러 일관성 있는 집행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성을 확보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법령해석기관을 지정하여 의문
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기관의 결정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법제처로 하여금 통일적인 법령해석
을 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의 법해석은 권리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
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 판단작용이 아니고, 통일적인 행정작용을 영위하
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권리의무에 대한 구체적 분쟁
(다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법작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구체적 분쟁해
결이라는 요소가 흠결하고 있다는 점이 전통적인 사법작용과 법제처의 법령해
석의 차이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사법작용인가, 행정작용인가 하는 점
을 구태여 나누어 본다면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7조도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령해석
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부 내의 법령해석기관에 의한 법령해석의 목적이 ‘법
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과 ‘일관성 있는 법집행’임을 명시적으로 선언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작용의 일환이고 잠재적이기는 하나 무엇이 법인가하는 점에 대한 확인 작
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견해의 대립이나 비통일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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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II. 법제처 법령해석의 법적 의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헌법상 최종적 법해석 주
체인 법원의 법령해석을 언제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통일적인 행정작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행정작용의 통일성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행정작용의 주체에게는 행
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행정작용의 상대방으로서 시민에게는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한편으로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법령의 중복 내지 모
순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은 물론 이들에
관련된 것이기만 하면 그보다 하위규범에 해당되는 행정규칙이든 조례를 포함
하여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자치규칙이든 모두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
상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독립된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기관에 대
해서는 그 기관의 실체적 권한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과 그리고 행정부 내의 다른 행정관청에 의한 해석과의 상호관계가 문제로 된
다.

III. 법제처 법령해석의 특징

1. 행정부 내부에서의 법령해석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의 법령해석이다. 행정부가 아닌 국회나
사법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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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부적 효력만을 가지는 제한 하에서는 국회나
사법부의 권한이나 규칙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회의 일이나 국회관련 법령이나 규칙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가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서이다. 특히 국회의 자율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서 제외한 헌법의 명문규정
을 보더라도 이는 행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 내에서 결정할 사항
이다. 그리하여 국회와 정부가 국회법이나 국회규칙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해
석을 할 경우에는 국회 내부의 일에 관하여서는 국회가 우선적인 해석을 할 권
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행정부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
법부에 제소하거나 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
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 의결이나 재의결 혹은 국회의 의사진행이나 국회의 국
정감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 내의 조직 관련행위에 관하여 행정부는 그 해
석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유권보장의 이유이
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일이나 사법부 관련 법령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관하여
서는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상 사법부가 결정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
립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서도 사법부의 재판절차나 조직규범 등에 관하여
는 사법부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사법부의 조직이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부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을 제기하거나 혹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비단 국회나 법원 관련된 경우만이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이 그 조직의 독립성
과 독자적 권한을 인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조직의 해석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의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선거관련법이나 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감사원법이나 선
거관리위원회 규칙 그리고 인권위원회 규칙 그리고 감사원규칙 등은 모두 이들
기관이 우월한 유권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헌법상 대
통령이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2.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구체적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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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
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령해석제도에 행정통제적 기능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반사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주된 것은 아니다. 추상적 행정통제제도서 작용할
뿐 개별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통제제도는 아
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는 법전문기관이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내부의 자기통제 수단이고 행정의 법구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제처는 대부분의 정부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법체계상의 위치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고 법
일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의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현실화하고 모든 정부기
관에 대한 통할 감독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행정
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행정의 합리성을 담보하며 행정의 통일성을 유
지하는 기능으로서 법제처가 법령해석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에는 민간인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의 적
법성과 적정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민간인의 권
리구제가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에서 민간인의 법령해석
요구권을 직접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구체적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므로 인하여 법령해석의
요청에는 주관적 권리구제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 침해나

구제의 직접적 이익이나 필요성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의 법령해석제도가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행정통제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제
업무운용규정 제26조 제8항 제4호가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전문 기관에 의한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법해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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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회의
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
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및 제20조).
우리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달리 국무총리제도와 국무회의 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어 국무위원제청권을 가지며
국무회의 부의장이 되고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따라서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정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의 이러한 행정각부 통할하고 국정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실제로 실
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행정각부에 업무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기획·총괄·조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속 중앙행정기관을 두고 있는데 법제
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다.28)
법제처의 권한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행정각부에 공통되는 정부입법정책의 총괄·조정과 행정각부에서 제출한 법
령안의 심사 그리고 법령의 유권해석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
두행정각부가 공통적으로 갖는 소관사무와 관련한 입법사무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법제처가 정부입법에 관한 통합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인하여 정부입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령상호간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국법질서의 통일성과 법령상호간의 모
순 방지에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행정각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의 체계성과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은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을 근거로 하여 행정각부가 가지
는 입법사무를 정부 내에서 법전문기관으로서 행정각부와는 독립된 입장에서
국법질서와 행정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권한이다. 오늘날 행정은 양적으로
전통적 경찰행정만이 아니고 복리행정과 조성행정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업무가

28) 법제처 60년사, 8-10면 참조. 국가보훈처도 법제처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오히려 행정각부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국
무총리의 국정통할권을 실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법제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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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 방대하여졌고 또 행정의 내용이 고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행정

기관 상호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정책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못하고 상
호모순되고 충돌될 위험성이 크다. 이에 전체 국가적 측면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의 통합과 그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행정의 통일
성을 유지하고 행정을 조정·통할 할 필요가 있는데 법제처가 국무총리의 직속기
관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현재 행정부 내부에는 법제처
만이 아니고 법무부도 있는데 이 두기관 상호간의 관계이다. 먼저 법제처는 법
령안심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고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일반 민·형사 법무는 법무부가 관할하지만 행
정에 관한 법무는 법제처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대통령 통
할하의 계선조직으로서 행정각부인데 반하여 법제처는 국무총리 직속의 참모적
성격의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배경으로 하여 법령해석에 있어
서 두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대립과 반목 나아가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법제처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에 근거하여 모든
행정기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는 점이다. 법제처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직속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겠으나 국무총리가 일반 행정각부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주의를 요한다. 따
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소관 행정각부의 법령해석을 최대한 존중하되
해당 행정각부의 해석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관련 행정각부 상호간에
법령해석의 내용이 모순되고 충돌되는 경우에 법제처가 해석하도록 함이 바람
직하다.

Ⅳ.법령 소관부서의 해석과 법제처의 법령해석과의 관계

1. 소관 행정각부에 의한 분산적 해석 방식
소관 행정각부에 의한 개별적 법령해석을 정당화하는 법원리는 소관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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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문별 책임원리이다. 행정부 내에서의 법령해석의 궁극적 목적이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인 합헌성 내지 합법성의 달성이라면 이는 규범내용을 실현하는 것
이다. 행정부의 분업원리에 따른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최고위 수부의 정치적 지
휘를 받기는 하되 법규범으로 확정된 것에는 기왕의 정치 및 정책 차원의 결정
이 구현된 내용이다.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리고 본위적으로 규범화한 내용은
행정각부의 장이 실질적 판단주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를 인정한 후 법제처 등에서 다시 법령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에 관한 한 법형식성과 법체계성 등의 접근이 우선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질적 측면에서 법규범에 대한 행정부의 최종적 책임을 원
칙적으로 행정각부 내지 외청 등과 같은 행정주체가 지는데, 이를 법체계적 측
면에서 또는 그 내용의 전달을 위한 법언어 내지 법형식 등의 측면에서 법제처
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2. 법제처와 법무부 등에의 집중적 해석 방식
법제처나 법무부 등에 법령해석을 집중화 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화는 행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원리 역시 기본적

으로 소관법령 행정각부의 부문별 책임원리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역시 출발
한다. 법제처의 법체계적 및 법형식적 측면의 지원을 인정한다. 법제처의 경우
부서간 충돌상황을 제삼자적 지위에서 판단한다는 요소가 강하다. 그 결과 실질
적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관 행정각부의 장을
거쳐 안건을 제출하게 한다는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실질적 전문성의 최고수준
을 사전에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해석에 관한 행정각부 내지 외청
등의 담당공무원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법제처 등 제3자 기관의 결정을 기다리
는 경우 수동성, 지연성, 쟁점에 대한 유연한 평가 및 협상 등을 통한 사태에
대한 책임주체로서 자세 등의 관점에서 불리하다.
물론 관련 행정각부 내지 행정부서 사이의 협상을 거쳐 문제를 다루면 달라질
수 있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련문제를 관련 행정부서가 함께 다루
면서 서로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사태를 처리하게 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
된다. 현대에 이르러 협력에 의한 행정이라는 최신의 추세에 부응하려면 협상이
라는 방식을 어디에서든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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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단순한 협상보다 조정이 결정적으로 영향력
이 있다는 점, 국무총리 산하이므로 정치적 측면에서 행정각부에 대하여 상대적
으로 우위를 지닌다는 점, 행정각부 및 사회전체에 법률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산하라는 지위에 따라 행정각부는 물론 외청 기
타 전문적ㆍ독립적 기관의 법규범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열린다. 민원인에 대한
법령심사 신청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그로 인하여 행정각부의 최종적 전문
성이 대외적으로 의심받게 되어 행정부 전체로 보면 자체 모순을 일으킬 것이
다.
법체계적 측면에서 법령을 평가한다는데 그 업무가 법제처와 법무부가 분리하
여 운영한다면 도대체 통일성을 담보하는 기관조직 차원의 통일성을 어떻게 확
보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게다가 기본적 법률은 법무부에게 맡긴다면 기본적
법률 없는 특별법 해석운용의 한계성이 불 보듯 번하다. 오히려 관련된 기본적
법률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여 법무부와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관
철시키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다시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헌법부터 모든 법률을 거쳐 명령, 조례, 규칙까지 모두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은 해석 자체의 중요한 요구이다. 다만 이 점은 영역별로 수직적 측면
을 강조한 것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행정의 특수한 영역을 독립시켜 전문화
한 경우를 다시 법제처나 법무부의 해석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전문성은 물
론 현실적응적 신속성 등의 요구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3. 법령심사 관계기관의 역할 - 수평적 관련사항과 수직적 관련사항
먼저 법령해석의 필요성 측면에서 수평적으로 행정각부의 법령해석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과 수직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 이르기까지 법령해석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법령해석에 있어서 법령해석기관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

방안으로 수평적으로는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강제하거나 상위기관을 두어
조정을 강제해야 한다. 수직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위계질서적 규범의
성격을 구현해서 상호간 조정을 관철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는 합목적성 추구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 수직적으로는 합법성 추구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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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수직적 관련사항은 영역별 최고위급 행정청인 행정각부의 장이 결
정할 것이다. 예컨대 규범해석 행정규칙,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재량준칙 등을
들 수 있다. 수평적 관련사항은 관련 행정각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
법제처와 같이 제3의 해석주체의 존재로 인하여 다양한 해결방식을 강구할 수
있다. 반면에 대외적 책임의 행정주체는 여전히 동일하고 지연가능성이 상존한
다는 점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행정부 전체로 보아 유리할 수있다.

4. 법령해석 통일성 확보의 방식과 절차: 피드백의 유형
법령해석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구조이든 논의 자체의 피드백을 구성한다. 이에
는 삼각형 꼭지점 연결방식과 무정형 문제부서 연결방식이 있을 수 있다.
삼각형 꼭지점 방식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에서 개별공무원은 업무를 처
리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에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
고 그 상급행정청 역시 의문이 있은 경우에는 최고위급 행정청에 질의하여 그
대답을 구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내부의 최고위
급 행정청 역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최고위급 행정청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상급행정청에 전달되고
이는 다시 개별공무원에게 재전달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최고위급 행정청과 다른 최고위급 행정청과 꼭지점 사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식으로 수직적 연결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무정형 문제부서 연결방식은 개별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행정청에 그 해결방안을 질의하고 상급행정청이 그 문제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상급행정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
정한 내용은 원래의 개별공무원이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최고위급 행정청에 통
지 및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개별공무원이 이러한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는 시스템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급 행정청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상급
행정청과의 직접 협의로 의문점을 해결하고 최고위급 행정청에는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보고만 할 뿐 꼭지점 사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가교식 방
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수직적이라기 보다는 수평적 연결이 특징이라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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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꼭지점 연결방식)
개별공무원 - 상급행정청 - 최고위급 행정청 - 다른 행정각부의 최고위급 행
정청과 협의 - 상급행정청 - 개별공무원 순서

(무정형 문제부서 연결방식)
개별공무원 - 상급행정청 - 다른 행정각부의 해당 상급행정청과 협의 - 최고
위급 행정청에 통지 및 보고 - 개별공무원

가치헌법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최종적 최고가치를 인정한 후 수직적 강
제방식으로 관철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거를 통한 권력계층의 교환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경험법칙에 따라 주장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실질적 요건
등에 따라 해당 전문부서가 확정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우위를 점한다. 효율적으
로 그리고 유연하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통일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
로도 이미 행정각부라는 분야별 행정부 내 최고책임자를 확정한데서도 드러난
다.
중간피드백과 최고피드백으로 나눌 수 있다. 무슨 문제이든 행정각부의 최고수
준을 거쳐서야 다른 행정각부에 닿을 수 있는 방식과 행정각부의 문제부문 상
호간에 협의ㆍ조정한 후 전영역에 통고하는 방식으로 나눈다.
현행 법제처에 의한 집중적 해석 방식은 행정각부의 장을 거치게 하여 삼각형
꼭지점 처리절차 방식이다. 따라서 최고위급 행정청 사이의 협의 즉 법제처장의
법령해석에 대한 형식적 결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분산형 방식은 무정형 문제부
서 연결방식이다. 따라서 이는 최고위급 행정청의 관여없이 해당 상급관청의 협
의에 의하여서 법령해석을 하는 방식이다.

5. 법령해석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집행부 차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의원내각제에 따르면 수상도 프리마 인 파레스(prima in
pares) 즉 동료 중의 일인자일 뿐이다. 독일의 행정체제는 합의제라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 연립정부가 일상화된 상태이다. 협상을 통
한 결정이 기본적 방식이다. 그에 비하면 대통령제의 경우 협상이 아니라 권위
적 결정이 우선되는 인상이 강하다. 법제처가 행정 각부의 동렬을 벗어나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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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산하라는 의미도 협의를 통한 동의에 의한 결정 보다는 상급관청의 권위
에 의존하는 일방적 결정으로 무엇인가 권위적인 요소가 강하다.
합리적 공통기반을 확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행정각부의 활동이 전반적
으로 진작될 것이다. 권위와 협상의 적절한 배합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행정문화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만든 제도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비중을 장차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지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전체
적으로 기본원리를 의식하면서 개별사안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6. 다른 제도와의 차이

(1) 행정심판과의 차이
행정심판(Beschwerde)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
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잰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이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나 다같이 행정통제의 기능을 가지
며 행정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담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공통적 요소를 지녀 유사
한 측면도 있다. 또한 그 제도 절차 사용의 결과 일정한 결정으로 인하여 관계된
당사자가 사실상 권리를 보호받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제도는 행정법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이고 사후적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으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행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감독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구제가 우선이고 행정감독의 측면은 부수적이다. 이에 반하여 법령해석제도는 행
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자기통제적 제도이고, 행정의 통
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법령해석제도에서도 국민의 권리구제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간접적이거나 반사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이나 법령해석제도나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운영의 적적성 확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양제도는 그 무게의 중심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또
한 법령해석제도는 추상적 법령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추상적
통제제도하고 하다면 행정심판은 개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하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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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체적 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인에 의하여 제기된 법령해석제도에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
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경우 역시 권리구제가 아니고 행정운영의 적법성이나 타
당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4호는 구체
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여 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법령해석제도
가 사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제도와의 차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이라 한다)상의 고충민원처리 제도는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
하여 국민의 권리나 불편을 해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
석을 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추상적 행정통제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
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제도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요
청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그 자체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부담을 해결하여 주는 구체적 처분이 아니고 행
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상적 행정통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
령해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행위로서 외부적으로 직접적인 법효과를 의
도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다. 법령해석은 설령 민원인에 의하여
제기된다고 하여도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어야 개시되며 민원
인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는 없다. 법령해석제도는 본질적으로 행
정부 내부의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령해석과 처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행정기관은

일정한 법령해

석을 하고 이러한 법령해석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따라서 민원인은 중앙행정기
관의 법령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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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따른 일선 행정기관의 처분을 기다려 이러한 처분
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국세청의 유권해석 제도와의 차이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제도로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제도로서는 국세청에서
세법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제도가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
처리규정’에 근거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
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당사자’에 한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이다.29)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
성화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가 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 등을 할 때에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
하여 해석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신청가
능하고 신청은 사업자 본인만이 아니고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
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30) 대상이 되는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
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외국기업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세법해석 사전답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
29)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fo/info_11_01.html
30)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답변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ⅰ)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ⅱ)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ⅲ가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ⅳ)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ⅵ)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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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도ㆍ상속ㆍ증여 관련 질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임을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장에게 사전답변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요
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
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
다.31)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와는 달리 우선 법
령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고 행정규칙에 근거한 제도이다.

국세청의 제도는 행

정기관에 포괄적인 해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권한만을 부여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국세청의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적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의 통일
성과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추상적 통제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제도는 해석결과를 비공개로 한다는 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제처의 법령심사와는 차이가 난다. 해석결과가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점
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제도는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의 실효성이 보장된

다고 하겠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본질적으로 행정내부의 행정통제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적 구속력만이 존재할 뿐 국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4절 법제처 법령해석의 역사32)

I. 소관 부처 불명확 시대(1948. 8. 15. ~ 1950. 3. 30)

31) 하지만 신청인,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32) 법제처 법령해석의 역사에 대한 시기 구분은 법제처의 기존 구분방법을 따르고 법제처·법무부 분담 서
비스 시대를 단순서비스 시대와 확대서비스 시대라고 별개로 명명하는 정도의 차이만 두었다.( 법제처,
법제처 60년사 , 307-3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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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법령의 유권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법제처의 발족과
함께 부터로 보인다.33)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부터 1950. 3. 30.까

지는 법령해석의 소관 부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II. 법제처 단독 서비스 시대(1950. 3. 31. ~ 1955. 2. 16.)
유권해석 권한이 법령에 명문화 된 것은

1950. 3. 31. 대통령령인 법제처직제

를 개정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이 법제처 업무로 추가됨으로써 공
식적으로 법제처에서 담당하였다. ｢법제처 직제｣가 1950. 3. 31. 대통령령 제
302호로 폐지․제정되면서 법제처 소관 업무(제1조)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
에 의한 법률명령안의 기초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상신에 관한 사항,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와 수정에 관한 사항, 법제에 대한 의견상신에 관한 사항외에 법률․명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다만,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대통령 및 행
정 각 부에 대한 법률 자문업무가 있었다.

III. 법무부 단독 서비스 시대(1955. 2. 17 ~ 1984. 12. 30)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한 사사오입 헌법개정에 따라 1955년 법제처가 법무부장
관 소속인 법제실로 축소․조정되어 법령해석업무는 법제실과 법무국에서 함께
담당하였다.

1955. 2. 17. 대통령령 제1008호로 ｢법제실 직제｣가 제정되면서 ｢법

제처 직제｣는 폐지되었고, 그동안 법제처는 법무부장관 소속인 법제실로 축소․조정되
었다. 그리고 1955. 2. 17. 대통령령 제998호로 ｢법무부 직제｣가 전부개정되면서 법
무부장관이 행하던 대통령과 행적 각 부문의 법률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확
대하여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가 관장하도록 하였고, 법무부 조직 중
법무국에 분장시켰다. 하지만 법제실에서도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관장하였다. 법제실과 법무국 두 기관 모두 법령해석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1960년 헌법 하에서는

1960. 7. 1. 국무원령 제13호로 ｢국

무원사무처 직제｣가 제정되고 ｢법제실 직제｣가 폐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 법제
33) 조정찬, 해석의 창에서 본 법령심사 유의사항, 월간법제 2006,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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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국무원 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으나 법령해석은 법무부에서 담당하
였고,

법제국이 1961년 법제처로 승격된 후도 계속 법무부가 담당하여 1984

년까지 법무부에서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였다.34)

IV. 법제처·법무부 분담 단순 서비스 시대(1984. 12. 30 ~ 2005. 6. 30)
1984. 12. 31 법제처직제가 개정되어 법제처가 새로이 법령해석업무를 담당하
게 되었다.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민사․형사․상사․국제법상 및 행정소송관계법령과
그 밖의 법령 중 벌칙규정에 관한 법령 을 제외한 모든 행정법령에 대한 해석
업무를 법제처가 관장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법무부와 법제처가 현행과 같이
나누어서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84년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원․부․처
로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법제처 훈령으로 정하였다. 법령해석권은 그 법령
의 집행책임이 있는 각 부처에서 1차적인 법령해석을 하고 각 부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8월 대통령
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러한 법령해석 절차도 아울러 규정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앙부처의 장만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었기 때
문에 중앙부처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고 설령 법제처에 직접 요청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중앙부청의 장에 의한 법령해석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령소관
중앙부처의 장에 이송할 수 밖에 없어 상충되는 법령해석이 사실상 해결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해석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1999. 10. 10. 법제업무운용규정이 개정되어 법령해석요청기관의 범위가 중앙
의 각 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까지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두개 이상의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 당해 부처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석요청을 의뢰받은 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34) 정영환,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운영에 대한 연구, 법제처 용역보고서, 2006.
10. 1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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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해석되었지만
민원인의 불만은 여전하였고 또 법령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지방자
치단체가 그 유권해석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심을 표하는 경우도 여전하였다.

V. 법제처·법무부 분담 확대 서비스 시대(2005. 7. 1. ~ 현재)
2005. 7. 1.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각 ‘부처의 장’만이 아니고 부·처·
청 및 위원회를 포함하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청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두개 이상의 부처의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만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
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직접 당해 법령의 해석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소관 중
앙행정기관에 그 요청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거나 법령해석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아가 일반 민원인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민원인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해석의 주체면에 있어서도 엄격한 행정관료주의를 벗
어나 객관성과 법률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으로부터 독립된 법령해
석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전문가가 참석하여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2008.12월 법제업무운용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
단체 장으로부터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
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적인 어려움
을 해결할 수 있도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기관이 법령해석 결과를 회
신할 때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에도 통보
하도록 하여 법령해석이 실제적으로 신속히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2009. 6. 9.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일부 다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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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고 또 심의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
를 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
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 범위 확대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내용을 첨부함이 없이 법령해
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도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에 따른 회
신을 하도록 하여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의 통보하여 소관법령 주앙행정
기관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
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법령해석심의가 보다 내실
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이 해석 요청한 경우에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
과 다르게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여 6명 이상의 찬성
을 요하도록 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보다 신중히 의결
하도록 하였다.

VI. 소결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의한 법령유권해석제도는 점차 전
문화되고 그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수립 초기의 혼란한
상황을 지나서부터는 법령해석제도가 철저히 법령에 의하여 규정화되어 그 요
건이나 절차가 형식적으로 비교적 엄밀히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령해석의 범위도 점차확대하여 처음에는 중앙부처의 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
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까지 포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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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절 법제처 법령해석의 절차와 효력

I. 법령해석의 절차

1. 법제처 법령해석 조직

처

장

차

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 위 원 장 :법제처
차장
◉ 위촉위원 :5
5
명
◉ 지명위원 :3
8
명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10)

행정법령해석과(
6)

(법제처 60년사 자료)35)

2. 업무처리 절차도

35) 법제처, 법제처 60년사 , 311면을 기초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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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해석과(
6
)

(법제처 60년사 자료36))

3.처리 단계별 구체적 내용37)

(1) 법령해석의 요청․접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거나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질의의 요지,
36) 법제처, 법제처 60년사 , 312면을 기초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함.
37) 이 부분은 법제처, 법제처 69년사, 312-315면을 대폭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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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
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법제처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에 대하여도 해석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석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먼저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내
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법령해석을 요청받
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정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
신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
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법제처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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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
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점은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석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데 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아야만 한
다. 의견이라 함은 구두의견인 경우도 포함하지만 회신이라 함은 정규의 서면에 의
한 의견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양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
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석상 의문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경우에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훨씬 법령해석의 요청요건을 가다
롭게 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국가가 가지는 행정 권한을
지역적으로 일부만 이전받는 것으로 여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전래권설적 입장에서
나오는 귀결이 아닌가 판단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헌법과 법률에서
유래하는 법정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다
소 의문이다.

3) 민원인 요청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의뢰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의 해석을 먼저 요청하고 민원
인이 그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당초 회신내용과 해당 기관의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그 추가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
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ⅰ)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

령해석이 있는 경우 ⅱ)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ⅲ)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ⅳ)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에 관한 사항인 경우 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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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
되는 의견 및 이유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법령해석 안건의 사전검토
법제처에 제출된 법령해석 요청안건은 법제처 내의 법령해석정보국에서 요건검토
등 사전검토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법령해석정보국에서는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해석요청 기관 및 소관부처의 의견
을 수렴하고 필요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기존 해석례, 판례, 이론 등을 참
고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단 전체의 사전검토회의에서 법령해석정보국의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검토의견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
회에 상정하고, 법령해석정보국은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38)
법제처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
성 법집행을 위하여서 ⅰ)당해 법령의 입법배경·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
악하고 ⅱ)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류를 조사·확인하며 ⅲ) 법령소관 중앙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
1항). 이 점은 사전 검토작업시에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시에나 다같이 유의하
여야 할 사항이다. 법제처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소관 중앙행적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법제처의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법제처에 요청된 모든 법령해석 안건은 법제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법령해석심의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 제4항, 제27조의 2 제1
항 참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
38) 법제처, 법제처 60년사 , 314면 참조.

- 51 -

는 지명위원 및 민간의 위촉위원 6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법제처 차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하는 법
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
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은 법제처장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이나 법학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사람등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
촉하여 정한다.
현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55명의 민간 전문가와 41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매번 회의는 법제
처 차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1명 또는 2명의 지명위원
및 6명 또는 7명의 위촉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ⅱ)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의한 법령해석요청의 경우에 법제처가 요청하여 받은 법령해석 내용(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ⅲ)민원인의 해석요
청 의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아들여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한
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
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사를 번복하는 데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
하도록 하고 있다.39)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심의윈회의 위원이 법령해석에 불공정

한 영향을 미칠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같은 운영규정 제27조의 4)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9)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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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이 소속직원의 위원회 출석․발언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
법령집행기관의 의사가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있다(같은 운영규정
제27조의 3 제4항).
법령해석의 심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법제처장은 법령해석심의원회의 심의
후 의결한 결과에 구속되느냐 하는 점이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이 명시
적으로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하는 때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고 하여 심의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결 결과가는 법제처장을 구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우선 법제처장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부정설은 무엇보다도 우선 법률에 의하여
법제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위 법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제한 할
수는 없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법제처장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제처장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
가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의
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사 보다도
더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법령해석을 하는 것은 법제처 법령해석의 전문적 성격과
법령해석의 중립성에서 나오고 이러한 전문성과 중립성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전
문성과 중립성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므로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욱이 국무총리의 명의가 아니고 법제처장 명의의 법령해석이 법제처장 보다 헌법적
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속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전문
적인 합의제 심의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법제처장이 임의로 번복할
수 있다면 도저히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제처에게 관련 행정기관의
의뢰가 없이도 법령해석이 가능하도록 광범한 법령해석권을 부여한 2005. 6. 13.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도 결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입법
사적 배경에 비추어 보아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제처장을 구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
제처장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해석심의
위원회는 의결기구나 아니고 그 성격상 자문기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해
석심의위원회는 현재 기구로서의 추상적 심의위원회와 구체적 의결기구로서의 구체
적 심의위원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상적 심의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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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pool)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5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
무런 활동이 없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 의결기구로서의 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되며 구체적인 법령해석심의를 행한다. 그런데 추상적 심의위원회 위원은 법제처장
에 의하여 임명되고 구체적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풀 55명 중에서 심의위
원회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에 의하여 8명이 임명되어 위원장과 함께 9인으로 구성
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운영실제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확정
되지 않은 위원들과 법제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제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에 법적으로 법제처장이 구속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로서 법제처창의 판단을
보조하는 기구에 지나니 않고 그 결정은 법제처장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
다.

(4) 법령해석의 회신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고,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
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운영규정
제2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하는 때에는
그 회신내용을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법령집행의 혼선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요청을 받
아 의뢰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된 회신기간은 없다.
현재까지의 정부유권해석제도 운영결과 법령해석요청서의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기
간은 통상 55일 정도이다.40)

Ⅱ. 법령해석의 효력

40) 법제처, 법제처 60년사, 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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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해석의 효력: 구속력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다른 국가기관을 얼마나
구속하느냐 하는 점이다41) 먼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왜
냐하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또 행정부의 법령해석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력을 인정
한다고 하여도 행정적 구속력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적 구속력이란 법적 구속력과는 달리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되
지는 아니하고 행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과 다른 해석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적 구속력은 행정부 내부에서의 강제력은 있
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내부감사에서 책임을 문책하거나 징계
책임이나 인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적 책임이란 본질적으로 행정의
통일성, 체계성에서 근거한 것으로 내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긍정설은 행정의 통일성 확보와

법제처의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의 행정통할권의 행사를 그 근거로 할 수 있
다. 법제처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제처업무운영규정 제
26조에서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이고 이러한 목적
은 행정기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이다. 또한 이미 설명하였듯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
미에서 행정의 본질인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공익달성을 위하여서 그 준수가 긴
요하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은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책무에 위반하고 행정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책임을 추궁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태만히 하고 부적절한 집행
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
으므로 행정적 구속력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부
담할 수 있다.42)
41) 법제처 법령해석의 구속력에 대하여는 이성환,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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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견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은 무엇보다도
이는 단순히 행정부 내부에서의 일종의 행정협조와 같은 것이고 행정 내부에서
도 법령의 최종적 행정해석권은 일반적으로는 그 법령소관의 중앙행정기관이
가지므로 행정적 구속력도 없다고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단순이 행정부 내
부에서 법전문기관으로서 다툼이 있는 법내용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
는 것일 뿐이고, 법령해석에 대한 최종적 행정책임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는 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소관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도록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설의 입장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도 비록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조가 의무적 심의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결결과는 법제처장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법제처장의 법령해석은 사실상의 구속력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행정
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도
법제처장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제처장은 하나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기는 하
지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법령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히 법전문기관으로서 보조적인 것에 지자이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법
제처장의 해석에 특별히 해석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은 행정각부의 장 등에게는 국무총리 스스로에 의하여
행사되어야지 그 소속 하위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행사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판단하건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적으로는 구속력이 있
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의견이 다른 행정기관의 법령해석보다도 우선
함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가 명시적
으로 핸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당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권을
부영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도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개별 중앙
행정기관을 뛰어 넘는 행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고차원적인 법령해석을 법제처
42) 대법원 1981. 8. 25. 선고80다598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남녀혼숙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를 한 것은 구청장의 법령해석, 적용상의 과실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고 그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
까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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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제27조에서 법령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령소관 중
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물명
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의 요구 드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의 3 제4항에서

법령해석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역시 행정적 의무
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소관행정기관의

법령해석보다도 우월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소관 행정기관
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의 유지 및 행정책임의 명백화와 관
련하여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 법제처 법령해
석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의 시정을 요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달성할 수 있으므
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 행정적 구속력이란 행정 내부의 구속력이지만
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그 헌법상 보좌인인 국무총리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43)

2. 법령해석 결과의 입법반영44)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 제5항은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된 입법
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법제처장은 훈령·예규·고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
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43) 물론 법령에 행정적 구속력을 명시화하여 그 준수를 행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을 법령의 개정없이는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해석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급관청에 의하여 복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44) 이 부분은 발표자의 기존 논문인 이성환, 앞의 논문 일부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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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련
법령 또는 당해 훈령·예규·고시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통보를 받
은 중앙행정기관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을,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확
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의 심의 도중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
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제처장에
게 통보하고 법제처장은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이 입법하도록 하여야 한다.45)

제6절 현행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운영실태

2005. 7. 1.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후 현재(2009.4. 14)까지 법제처에 법령유
권해석이 요청된 전체건수는 총1,589건에 이르고 이 중 처리된 건수는 총1,172
건이다.46) 이는 현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합한 법령의 수가 총
4,328개에 지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결코 작은 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47)
한편 총 접수 대비 처리건수의 비율은 73.8%로서 그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안건 처리기간 (각 연도별 회신처리 기준)
의뢰인별
구 분

접수건수

회신건수

반 려

중앙

지자체

건 수

2005년

158

97

64

33

77

2006년

394

338

250

88

211

반려사유
민 원 인 법무부
요청

관할

45) 현재 법제처의 실무도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 결과 발견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
항을 훈령‧예규‧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고시 등에 대하여 현재 약건이 법제처장을 거쳐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었다.
46) 이하의 각종 통계수치는 개인적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정보국에 문의하여 입수한 내부자료에 근거한
수치이다.
47) 2009년 3월 3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은 헌법 1개. 법률 1228개, 대통령령 1614개, 총리령 72개, 부
령 1373개로 합게 4328개의 현행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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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82

341

259

82

315

104

22

2008년

448

320

230

90

374

60

20

2009년

107

76

58

18

94

5

2

합계

1589

1172

861

311

1071

169

44

법령해석 요청 안건 중 접수단계에서 형식요건 미비(민원인 직접 요청, 법무부
관할 사항 요청, 대립되는 의견이 없는 요청,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
견 없이 요청, 기존 해석례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요청 등)로 반려된 안건과 형
식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번호를 부여받고 검토하던 중 행정쟁송이 제기
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문제라거나 기존 해석례 등이 검토 중 발견되었다
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반려된 안건은 모두 1,671건으로 많은 수가 반려되고
있다. 처리건수 대비 반려건수의 비율이 약 91.4%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이
후 전체 접수 773건 중에서, 반려사유 중 민원인이 정식 접수 후에 어떠한 사
유에서 인지 자진 반려한 건수가 약 169건으로 전체 반려 건수의 약

21.9%를

차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어 반려되는 건수도 전체 773건 중에서 4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
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할 법령인 경우에는 법무부에다 이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관할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직권이송을 하는 것에
비추어 반드시 이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신청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의뢰수 1,172건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건수가 861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건
수가 311건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7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861건 중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273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311건 중 민원인의 요청에 의
한 것이 32건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건 중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것의 비중이 31.7%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건 중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것의 비중이 10.3%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1,172건 제기건수 중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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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한 건수는 총 305건으로 26.0%를 차지하였다.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건수는
588건이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
뢰한 건수는 279건이다.전체 총 1,172건 의뢰건수 중에서 민원인의 요청이 아
닌 순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건수의 비율이 50.2%, 순수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의뢰한 건수의 비율이 23.8% 그리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
어진 건수의 비율이 26.0%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순으로 의뢰가 되어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다도 더 많은 점이 특징
적이라고 하겠다. 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그 본질이 행정 내부의 행정통
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이 제도를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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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05. 7. 1 이후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다는 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민
원인이 모두 활발히 법령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와 민원인의 의뢰가 적지 않은 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아울러

법제처

의 법령해석제도가 그 본질이 행정 내부의 행정통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권리구제 수단
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접수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반려건수가 많다는 점
이다. 접수건수나 반려건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접수를 의도한 건수 증에
절반이 반려된다는 것으로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령유
권해석 요청의 요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국
민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도 요청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령유권해석의 요청요건
이 너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에 대
하여는 반드시 재검토가 요망된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건수가 상당히 작은데 이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와는 달리 요청요건에 보다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
령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요하도록 하
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특히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한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 매우 저조한데 이는 결
국 민원인의 제기를 어렵게 하는 특별한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민원인의 제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이 문제는 민원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에 직접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고 본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의 처리기간도 평균 약 54.6일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행정법원의 제1심 제소로부터 제1심 판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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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신속히 결정이 나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법제처에 의한 법령유권해석제도는 점차 전문
화되고 그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심의대상 법령의 범위나 심의 신청권자 그
리고 심의절차나 심의회의의 구성 그리고 그 효력의 문제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상당히 있고 개선할 점도 다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점과 민원인이 직접 법령의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시급히 개선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해석 안건 연도별 현황 (2009. 4. 14. 현재)
(단위 : 건)

구

분

2005
년

2
006년

2007년

2008
년

200
9년

60.
6일

6
7.
5
일

66.
6일

73.
2일

54.
6일

평균 처리기간(
보완48)
반영) 56.
8일

5
2.
2
일

57.
1일

54.
8일

41.
1일

평균 처리기간

제3장 외국의 행정부에 의한 법령유권해석 제도

제1절 프랑스49)

I. 개설

프랑스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해석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국참
사원(Conseil d' Etat)50)에 의한 법령의 해석이다. 프랑스는 행정법 영역에 속
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국참사원이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고 일반 민사법과 형사
48) 보완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날을 기준으로 처리기간 산정하였다.
49) 프랑스의 법령유권해석제도에 관하여는 프랑스 공법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전학선 교수의 도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50) 프랑스의 Conseil d' Etat에 대하여는 국사원이라고 번역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법제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참사원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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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사법(司法)의 영역에 속사는 법령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 최종적인 유권
해석권을 가진다. 물론 헌법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가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진
다.
국참사원 외에도 내각사무처 소속의 법제실에서도 정부내 입법에 관한 사무를
총괄수행하는데 법령안의 형식적 심사와 행정적 조정을 담당하고 국참사원과의
입법업무에 관한 협조와 정부 내 입법활동의 총괄적 조정(법령안의 형식심사와
행정적 조직)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Troper 등에 의하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결과 구제도의 청산의 일환으로 법
원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하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만이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일반의지의 구현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법원의 독립이란 의회로부터 독립이 아닌, 경쟁관계에 있는 또 다른 법집
행기관인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51) 그리고 「법의 정
신」에서 ‘법원은 법률의 단어들을 말하는 입 혹은 수동적인 존재’ 로 ‘법원의
기능은 무(無)에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문에 대해 불신을 토로했던 몽테
스키외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혁명세력의 법원개혁에 대한 정신적 지주로 등장
하여 현재와 같은 프랑스식 권력분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에 있어서 법령의 집행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일차적인
해석권을 갖는다. 다만 정부기관은 내각사무처에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해

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참사원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의 집행에
여러기관이 관련되고 이들 기관사이에 당해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
될 때에는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이나 국참사원에 그 해석을 요청한다.

II. 헌법위원회에 의한 해석

헌법위원회(Conceil contituionnel)는
organique)과

보통법률(loi

헌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조직법률(loi

ordinaire),

그리고

의회규칙(règle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과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loi référendaire)에 대한
사전적 위헌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직법률은 공권력의 조직에 관해 헌법의
51) Michel Troper, Christophe Grzeorczyk & Jean-Louis Gardies, "Statutory Interpretation in
France", 「Chapter : D. Neil MacCormick & Robert S. Summers, Interpreting Statutes」
(Aldershot : Dartmouth, 1991),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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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과 보통법률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직
법률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위헌법률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의회규칙은 우
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도 반드시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국민투표 법률가운데 국회의원이 발
의한 국민투표법률도 의무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보통법률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만이 위헌심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청구권자가 대통령,
수상, 국민의회 의장, 상원의장 그리고 6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다.
그리고 국참사원은 국제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제조약
에 대해서도 명문으로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52)

III. 국참사원에 의한 해석권

1. 국참사원의 지위
프랑스의 국참사원은 행정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지만 행정부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입법안의 최종 심사과 각종 법문제 및 행정사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나아가 행정소송에 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국참사원은 프랑스 혁명전의 국왕의 평의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국참사원(국
참사원(Conseil d' Etat)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578년 앙리 3세 시절이
다. 1799년 헌법 제52조에 의하여 최초로 그 권한이 명시되었다. 1958년 제5공
화국 헌법 제39조에서는 “정부 제출의 법률안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들은 후 내각
회의에서 심의하고 양원 중 하나의 이사부에 제출된다”고 하여 국참사원의 입법
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53) 그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제출 법률안과 법규명령안은 물론 법률적 문제가 있는 중요 행정사안에 대
하여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심사하여 그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국참사원은 정부에 대하여 사전적 통제
기관으로서의 자문활동과 사후적 통제기관으로서 재판기능을 하여 행정의 적법성
52)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전학선, 프랑스에서 국제법과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 2, 275
면 이하 참조.

53) 헌법 제38조에서도 오르도낭스에 대하여도 국참사원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의에서
제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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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프랑스의 특유한 헌
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참사원 구성과 조직
국참사원의 장은 수상이 맡는다. 이는 국참사원이 행정부 내에서 자문기능을 주
로 하던 전통이 남아있어서 사법기능을 담당하지만 그 소속은 행정부에 속하는
형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소장이 궐위된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대
행한다.
실질적으로 국참사원을 이끄는 것은 부소장이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부(section)의 장이나 국참사원
일반재판관(conseil d'Etat en service ordinaire) 가운데 임명된다. 부소장이
궐위된 때에는 서열에 의한 부의 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재판관이나 혹은

논고담당관 가운데 한사람이 사무처장(secrétaire général)

직을 수행한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령(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부소장의 지휘 하에 국참사원의 행정을 담
당한다.
재판관은 일반 재판관(conseillers d'Etat en service ordinaire)과 임기직 재판
관(conseillers d'Etat en service extraordinaire)으로 구성된다. 임기직 재판
관은 4년 임기로 임명되는데, 국가활동과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가운
데 임명한다.
2007년 4월 1일 현재 3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11명은 파리
소재의 국참사원에서 근무를 하며, 133명은 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가
운데 173명의 일반재판관이 있고, 11명의 임기직 재판관이 있으며, 123명의 논
고담당관(maîtres des requêtes)과 16명의 방청관(auditeurs)이 있다.54)
국참사원에는 6개의 부(section)가 있다. 그 가운데 5개는 행정관련 부이고55)
나머지 하나는 소송부이다. 다섯 개의 행정관련 부는 재정(les finances), 내무
(l'intérieur),

건설(les

travaux

publics),

사회(sociale),

연구 및

보고(le

rapport et les études)로 구성된다.56)
54) Marie-Christine Rouault, Contentieux administratif, Gualino, 2008, p.61.
55) 행정국이라고 번역하기고 한다. 정영환, 앞의 보고서 142면 참조.
56) 보고연구부를 제외하고는 각 부에 연관된 정부부서의 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취급하고 연구보고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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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assemblée générale)가 있다. 부소장과 부
의 장, 재판관들로 구성되는데, 전원총회(L'assemblée générale plénière)와 일
반총회(L'assemblée générale ordinaire)로 나뉜다. 전원 총회는 적어도 1년에
12번을 소집되고 분기별로 두 번은 소집된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commission

permanente)가 있다. 부소장이 상임위원회의 장이 되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
로 수상에 의하여 임명되는 행정 부(section)의 장 1인, 각 부의 장의 의견으로
국참사원 부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각 부의 2명의 재판관 등으로 구성된다.

3. 정부에 대한 자문: 법령해석

(1) 자문의 대상
프랑스 국참사원은 정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문제도 국참사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자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제한이 없
으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해석 여부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간섭하는 것
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법률이나 행정처분
의 경우에도 그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실제로 시행중인 법률 및 행정처분의 해석에 관한 것이나 또는 시행하려고 하
는 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자주 행하여진다. 이러한 임의적 자문에 대한 국참
사원의 권한은 무제한적이며 그런 점에서 임의적 자문제도는 국참사원의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57)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자문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9
년 11월 27일 국참사원은 교육부 장관의 자문요구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슬
람 히잡과 관련하여 비종교 원칙에 관한 사건으로, 공립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특정 종교 집단에 속한다는 표시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비종교 원칙에 위반

참사원의 업무에 관하여 대정부보고를 하는 임무와 정부에 대하여 입법적 규칙 관련 및 행정적 분야의
개선점을 제안한다.(김영환, 앞의 보고서,142면)
57)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I) -프랑스의 법령입안심사기준-, 한국법제연구원, 2003. 10,
50면.

- 66 -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국참사원에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에 대
하여 국참사원은 학생이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히잡 착용은
비종교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그러한 표시가 드러나고
강요되어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공공서비스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58)
법령에 대한 자문은 비단 법률(Loi)59)만이 아니고

법률명령(Ordonnance)60),

명령(Décret)61), 아레테(Arrêté)62), 훈령(Circulaire)63)을 포함한다, 다만 헌법
(Constitution)64)은 헌법위원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참사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이론상은 모든 자문이 가
능하므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자문 이외에도 국참사원은 직권으로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입법질서나 행정질
서 개편에 관하여 공권력 기관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전 제L112-3
조)
58) Bernard Stirn, Le Conseil E'tat, Hachette, 1994, p.38.
59)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법규범이고 조직법률(Loi organique)과 보통법률(Loi ordinaire)을 포함한다.
60)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정

부는 그 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
치를 법률명령으로서 정하는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헌법에 의한 수권, 의회에 의한 수권 또는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
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견을 실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61) 데크레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동하는 명령이다. 데크레는 제정절차에 따라서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décrets pris après avis du Conseil d'Éta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décrets délibérés en
Conseil des Ministres), 단순한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데크레는 개입 영역에 따라서 헌법
제37조의 독자명령과 헌법 제21조의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에서 법률로 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헌법 제37조에
의한 독자명령이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이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행명령이다. 프랑스에서 법규명
령권(pouvoir réglementaire)은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귀속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법규명령권과 수상
의 법규명령권의 권한배분문제는 프랑스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수상의 권한의 분배만큼이나 명
확하지는 않다.
62) 집행기관(각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제정한 명령 혹은 규칙을 총칭하는 형식을 말한다. 형식적인 면에
서 보면 아레떼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상기하는 서명(visas)과 문장들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조문으로 구성된다. 아레테는 내용과 관련해서 명령(règlement), 개별적 행위(acte
individuel)나 비법규적인 결정(décision non réglementaire)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적극적 관할분쟁
(충돌)(conflit positif)의 경우, 관할법원(Tribuanal conflits)은 프레페의 관할분쟁, 아레테(arrêté conflit)
의 적법성으로 판단한다.
63)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실무상 지시(instruction) 혹은 업무지침(notes de service)이라
불린다. 시큘래르는 위계적 통제권(pouvoir hiérarchique)을 가진 행정조직 내의 발령권자(특히 각부의
장관, les ministres)가 하위기관의 행위를 지시하기 위해(pour guider) 발령한다. 소속 공무원에게는 구
속적이나 행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월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그
렇지만 일정한 경우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는 시큘래르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월권소송을 통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64) 프랑스에서 헌법은 실정헌법만이 아니고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법의 일반원칙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
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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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요구 주체
정부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주체는 수상(le Premier ministre)이나 장관
(les ministres)이다(행정법원법전 제L112-2조). 다만 국참사원의 의견을 구할
때에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자문의 심의
자문기능은 통상 관련있는 행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부
의된다. 행정부가 수행하다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총회에 회부한다.
정부의 법령안과 자문사안은 한 명의 담당보고관에게 맡겨진다. 담당보고관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접촉하며 사안을 검토하여 타당하다
고 생각되는 의견들을 제안한다. 각부처 장관은 정부위원이라 불리는 위원을 지
명하는데, 이 정부위원은 법안의 일반적 효력과 법안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참사원에 설명을 하는 등 당해 행정기관과 국참사원 사이의 연락을
도모한다.
보고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담당행정부에 의해 검토된다. 자문사안에 대한
토의 후 필요한 경우 표결을 행한다. 국참사원 위원은 모두 표결권이 있지만 조
사관과 방청관은 그가 보고관인 경우에만 표결권이 있다.

(4) 자문의 효력
국참사원의 자문은 행정담당 부(section administrative)에서 준비하고 발표하
는데, 국참사원의 자문이 정부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임의적 자문이기
때문에 수상이나 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국참사원은 이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부는 국참
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국참사원의 의견은 비밀의 성격을 가지며 자문을 구한 장관과 수상(내각사무처)
에게만 전달되고, 그 장관과 수상에 소속되어 업무상 그 의견을 알 수 있는 사
람에게만 공개된다.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의견에 대해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참사
원이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공개할 지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공개 원칙은 행정과 공공의 관계개선 및 행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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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질서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법률(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제1조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국참사원의 의견은 공개되는
행정서류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선레로서 중요한 의견 사례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오 공개되고 있다.65)

국참사원 각 부별 자문(임의적 자문과 의무적 자문 포함) 통계6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내무부

429

394

392

347

410

435

401

399

450

재정부

435

384

346

350

369

408

432

399

299

건설부

206

205

211

184

193

253

291

258

170

사회부

268

287

316

269

320

294

285

211

166

행정부

-

-

-

-

-

-

-

-

69

상임위원회

3

4

3

-

-

-

2

12

12

합계

1341

1274

1268

1142

1292

1390

1411

1279

1166

총회

115

107

105

139

195

144

86

50

48

(표 )

IV. 내각사무처에 의한

법령해석

1. 내각사무처 지위와 권한
내각사무처는 수상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행정부 내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 의회업
무를 담당한다.67)
65) 박균성, 43면.
66)
http://www.conseil-etat.fr/cde/fr/quelques-chiffres/
2009. 8. 17. 검색

67) 내각사무처는 국정운영의 영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행정적 역할을 맡고 있는 수상의 보좌기관이다.
내각사무처는

크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업무를

조직화

(organisation du travail gouvernemental)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내각사무
처는 정부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에 개입한다. 정부정책이 정부 내에서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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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사무처는 고위직 30여명을 포함하야 약 1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데 내
각사무총장(Le Secretairetaire general du Gouvernement)이 그 책임자이며 행
정공무원 중 최고직 공무원이고 통상 국참사원 위원으로 임명된다. 내각사무처장
은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이지만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권이 바뀌
어도 경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68)
내각사무처장 아래에는 내각사무처국장이 있는데 내각사무처의 2인자로서 국참
사원 조사관 중에서 임명되고 팀(missions)의 업무를 통할하고 헌법위원회와 관
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도 내각사무처에는 내각사무처비서실, 팀장들과 경
제담당위원,

법제실(le

service

legislative),

국회담당관(les

attaches

parlementaires), 문서과 등이 있다.
내각사무처의 권한으로서는 장관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입법절차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법률과 명령의 제정절차에 관여하여 관계 장관 들 사이에 법
령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의 조정을 위하여 내각사무처가 조정회의를
준비한다. 법률안이 정부 내에서 안이 확정되면 국참사원에 송부하고, 국참사원
심사 후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내각사무처는 법령안의 적법성
을 검토하여 법령안의 시행 후 문제점, 헌법이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 여부 등을
확인한다.69)

2. 내각사무처 자문에 의한 법령해석
법령의 집행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일차적인 해석권을 갖는다.

내각사무처의 기능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계 장관회의를 준비하고 국무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조율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두 번째로 내각사무처는 정
부부처에 대한 법률조언(conseil juridique)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각 중앙행정기
관이 입안하는 법령들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내
각사무처는 새정부 출범시 조직과 장관인사를 위한인사명령과 직제령을 준비한
다. 이런 기능으로 인하여 정권교체 또는 새정부 출범과 같은 정치적 변화시기에
행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각사무처는 국무총리의 보좌 및 소속
기구들을 감독하고 행정의 현대화와 같은 행정개혁임무도 맡고 있다.
68)한상렬, 프랑스의 총리중심의 내각운영제도 및 정책조정시스템, 훈련결과보고서,
2009, http://www.training.go.kr/
69) 박균성,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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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기관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혹은 법령의 집행에 관련된 기관이
다수이고 이들 사이에 당해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내
각사무처에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수상, 대통령사무처장 또는 정부기관이 제기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내각사무처
가 자문을 행한다. 법령안의 제정이전에 법령안의 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도 하고 법령안의 초안 작성을 요청받기도 한다.
법령의 집행상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그 법적 문제가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여
러 부처의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내각사무처가 당해 법적 문제에 대
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제기된 법적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참사원
의 의견을 구한다. 내각사무처는 장관이 국참사원에 요청한 자문과 그에 대한
국참사원의 의견을 통보받는다.
그러나, 법률분야에서의 내각사무처의 주된 역할은 법률안 작성 시 준수할 지침
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각사무처는 헌법재판소나 최고행정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사무처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장
관과 협력하여 정부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국참사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내각사
무처는 수상의 명령제정권 등 수상이 관여된 소송사건의 수행을 담당한다.

Ⅴ. 결어

프랑스의 국참사원은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법
제처는 행정부 내부의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국참사원은 정부입법은 물론 국
가정책전반에 대하여 조정·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법제처는 법령안
에 대한 심사와 법령에 대한 해석만을 행한다. 국참사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
문을 받아야 하는 것과 임의로 자문을 받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법률과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수상의 명의로 자문요청을 하는데 반하여 행
정명령은 각 개별 장관이 임의로 자문요청을 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명의가 아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
의로 행하여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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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면에 있어서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국참사원에 자문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헌법기관에 의
한 해석이고 또 행정재판권도 가진 사법적 성격에 강한 법전문기관이므로 그
해석에는 행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미국70)

I. 서론

미국 헌법은 3권분립을 명문화하고, 미합중국 대통령은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
되도록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대통령의 “법이 충실하게 집행
되도록 주의할 의무”는 법집행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
라서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71)
이는 행정권의 개념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은 연방헌법,
연방법률 및 조약을 가르킨다. 행정권은 일반적•추상적 개념으로 정확하게 정의
되기 어렵고 입법권과 사법권 외에는 집행권으로 보아 해결을 해야 하므로 그
적용과정에서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물론 열거되지 아니한 권한을 부여하
는 것도 가능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
려 하였다. 그러나 행정부가 헌법적 의무에 부응하려 하면 할수록 신뢰할 수 있
는 법적 자문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1793년 미국 국무장관인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연방대법원에게 영국과 프랑스의 전
쟁과 관련한 조약이행의무에 관한 법적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아
래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그러한 사건의 법적 판단은 행정부 스스로가 결정하
도록 연방헌법이 규정하였다고 하면서 법적 자문에 응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즉, “상호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의미와 법적 호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존
재를 고려할 때, 위 사건과 같은 사법외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 특히 헌법에 의
하여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하여는 행정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것이
70) 미국의 법령유권해석제도에 관하여는 미국 공법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김웅규 교수
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은 기초원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71) 윤명선, 미국입헌정부론, 경희대학교출판국,2008. 6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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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72)
법집행자로서 대통령과 관료조직은 광법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방
대법원은 일찍이 이 조항을 ‘정책결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73).다
양한 법규들은 상호간에 충돌을 일으키는데,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여
야 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법령집행권의 소관부서는 법무부이므
로 연방행정부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수행하여 왔다.74) 마찬가지로 각 주의 법률 해석과 결정은 각 주정부의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담당하나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연방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법제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법제처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rget:
OMB)가 있다.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사무처(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소속으로 대
통령이 행정부 내부에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연방예
산안을 편성하고 행정 각 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관리를 개선하고 정책실현수단 및 조정체계를 개발하여 일반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일부로서 관리예
산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며 각 행정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및 의
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옹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예산
처에 입법심사부(Legislative Reference Division)를 두고 있는데 법률안에 대
하여 그 법률안과 여기에 관련된 보고서, 증언서 등도 심사하고,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률안의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관리예산처는 모든 행정
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이나 보고서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정부축 의견을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72) 제1대 연방대법원장인 존 제이(John Jay)가 연방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에게 보낸
서한, The Founder's Constitution 258, August 8, 1793. 김웅규,“미국 OLC(Office of Legal Council)
의 법령의 유권해석”,행정부에 의한 법령유권해석제도의 입법학적 검토(2009.4.24.한국입법학회 학술대
회),34면 재인용.
73) In re Neagle, 135 U.S. 1(1899)
74)
Walter
X.
Dellinger
et
al,
Principles
to
guide
the
office
of
legal
counsel(symposium:War,Terrorism, and Torture: Limits on Presidential Power in 21st),81
Ind.L.J.1349,fall 2006. 위 김웅규 앞의 논문 34면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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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관리예산처는 대통령 특별선언 및 집행명령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이
기초한 초안을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조직 개편에 관하여 각 기관
의 요청에 따라 개편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75)
관리예산처 외에도 미국은 각 부에서 독자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있어서 관리예산처의 조정이나 심사 이외에는 각 행정기관이 법령
안의 기초 및 심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해석도 원칙적으
로 각 행정기관에서 행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및 정부기관들에 비공식의견 및 법률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
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의 법령해석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법령해석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법령해석이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유사하므로 법무부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법무
부 내의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이 법령해석에 대하여 특정 행정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법률자문국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II. 미국 연방법무부의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

1. 연방법무부의 상위조직
연방법무부의 상위조직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법무부차관(Deputy
Attorney General), 법무부 부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 송무총장
(Solicitor General), 11명의 법무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로 구성
되며 상원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송무총장은 모든 연방정부의 소송담당자이고, 연방대법원에서의 소송이나 상소
를 포함하여 모든 연방정부의 소송과 이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송무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송무총장의 업무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연방법률자문국
법률자문국은 행정부의 법률조언자이다. 대통령과 행정 각 부서에 대하여 법률
75) 법제처 60년사, 24-28면; 김계홍,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법제 제600호,2007.12. 86~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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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법무부장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방법률자문국
은 위임에 의하여 1789년의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하에서부터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과 집행기관들의 법적 질의(questions of law)
에

자문하였다76).

독립적인

부서로

설립되기

전에는

송무차장(Assistant

Solicitor General)이 책임을 맡았다. 1950년 의회는 위 송무차장의 직책을 폐
지하였고 1951년 법무부장관인 J.Howard McGrath에 의하여 법무차관보가 책
임을 지는 행정사법부(executive adjudications division)의 지위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3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General Brownell이 행정명령을
발하여 현재의 연방법률자문국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20세기 중에 들어
와 법무부장관과 법률자문국의 법률적 조언은 법의 지배의 원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천으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77)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권교체도 불
구하고 이러한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78)

III. 연방법률자문국의 근거와 조직

1. 연방법률자문국의 법적 근거

(1) 연방헌법
연방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의 충실한 집행을 요구하고 미합중국헌법의 보존
과 보호 및 방어를 선서79)하는 것에서 법률자문국의 존립 목적이 나온다. 왜냐
하면 대통령과 그 지휘를 받는 행정부서들은 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해석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
다.

(2) 연방법률
연방법률도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하에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76) Steven G. Bradbury, Memorandom for Attorneys of the Office, May 16,2005, 1
면;http://www.usdoj.햎/olc/best-practice-memo.pdf.
77) 김웅규 , 앞의 논문, 35면.
78) Walter E.Dellinger, 앞의 논문, 3면.
79) 미국헌법 제2조제1항 8목에 나타난 대통령의 선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미합중국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헌법을 보존, 보호, 방어할 것을 엄숙히 선서(혹은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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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법무차관보를 임명하는 규정을 두고, 법무부장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부내의 공무원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발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과 견해를 제공해야 하고,
행정 각 부의 장은 소속부서내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요
청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 내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로서 특별히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률문제의 해결을 요청해
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계류 중인 이의제기에 관련한 증인의
심문이나 법적 조사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에게 통지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
관은 이러한 자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0).

위 연방법률은 법

무부장관의 기능 중 법률자문에 대한 것과 연방법률자문국에 관한 위임규정에
관한 근거 규정 등에 대한 것이다.

(3) 연방행정규정
연방행정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중 28 C.F.R.§0.25(연방법률자문
국의 일반적 역할)에는 법무차관보와 법률자문국에 부여되고 수행되며 감독해
야 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공식의견 준비; 각종 정부기관에 대한 비공식적 의견과 법적
자문 제공; 대통령과 내각의 법률고문으로서의 법무부장관의 역할수행지원.
2) 행정명령안과 포고안에 필요한 개정안의 준비와 작성 및 대통령에게 보고되
기 전 위 안들의 형식과 합법성에 대한 조언;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규제와 기타 유사 사안에 대한 검토.
3) 행정부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행정부서의 장에
대한 의견 제공.
4) 법무부장관의 명령안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행정명령들의 형식과
적법성 그리고 현존하는 명령과 각서에의 부합 여부에 대한 동의.
5) 미국의 유엔과 관련 국제조직에의 참여에 관한 법무부의 업무조정과 조약
및 각종 국제협약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
80) 28 USC §506,510,511,512,513,514, 원문은 김웅규, 앞의 논문 36~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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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청이 있는 경우 이민항소위원회와 법무부내의 조직들의 결정에 대한 법무
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자문.
7) 법률자문국내의 임명: (1) 부서의 공문서 전송과 보존에 대한 연방등록기관
과의 연락관 또는 그 대리인,(2)연방등록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을 확인하
는 확인관 또는 그 대리인( 1 C.F.R 16.1)
8) 1978년 정부윤리법(92 Stat. 18430의 202(f) (4) (B) 조항에서 요구하는
blind trusts81)에 대한 동의
9) 1978년 정부윤리법(92 Stat. 1862)의 402조항이 요구하는 윤리와 이익의
충돌에 관련되는 정책개선, 규칙, 규제, 절차, 형식에 대한 연방윤리국의 장에
대한 자문.
10) 행정 각 부서의 정책이 연방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지를 결정하고 그 적
절성의 평가를 검초하며 평가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면서, 행정명령12612호(연
방주의)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
11)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법무부 부차관이 수시로 부여하는 특별한 임무
의 수행.

(4) 행정명령 12,146호(Executive Order No. 12,146, 3 C.F.R.
409,411)
이 행정명령은 행정부내의 법적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법률자문국의
업무근거규정이다.

1-4. 행정기관간의 법적 분쟁의 해결
1-401. 특정한 업무수행이나 규제에 관한 관할을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상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관련되는 각 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해결을 위임하는 것이 장려된다.
1-402. 대통령을 보좌하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들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행정기관은 법률이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81) 맹목작 신탁은 수익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외부인에게 어느 사람의 투자의 운영을 하게 하는 제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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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법률자문국의 조직
앞에서 본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연방법률자문국을 책임지는 법무차관보에게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
아래 4명의 부책임자, 경력을 인정받은 12명의 법률고문(Attorney Advisor)으
로 구성된다. 법률고문은 민간전문가들로 법무차관보와 같이 정치적으로 임명되
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역을 하는 백악관의 법률고문
과는 달리 법무부소속이며 정치적 분쟁에서 독립되어 있고 자문을 구하는 행정
기관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즉 정치적 조언이나 정책수립이 아닌 법률해
석의 전문가들인 것이다.82)
행정기관들은 자기 소속의 변호사를 두고 있으므로

연방법률자문국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한다. 주된 이유는 법률이 난해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아직 이론이 성숙되지 않은 영역에 직면할 경우 연방
법률자문국의 법률적 해석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83) 기관내 법적 분쟁 해결과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확신이 없는 행정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많다.

IV. 연방법률자문국의 임무와 기능

1. 법률자문국의 임무
법률자문국의 본연의 임무는 대통령과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률자문자의 역할
을 하는 연방법무부장관의 보조이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법원에 대하여 구속
력이 없지만 판사들은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대하여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공
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의 법적 의견을 준수한 경우
그 기준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연방법률자문국은 집행력이 없고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84)
결국 연방법률자문국의 법적 의견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상의 조언과 행정부 전
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결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85). 이러한 기능으로 연방

82) Cornelia T.L. Pillard, The Unfullfilled Promise of the Constitution in Executive hands, 103
Mich.L.Rev 713, Feb,2005. 김웅규 , 앞의 논문 43면에서 재인용.
83) 앞의 논문, 714면.
84) 앞의 논문, 710면.
85) Randolf D. Moss, Executive Branch Legal Interpretation: A Perspective from the Office of
Legal Counsel, 52 Admin. L. Rev. 1303,1305(2000): 김웅규, 앞의 논문, 4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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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국은 대통령의 법률회사(law firm)이라고 호칭되기도 한다.86) 통상적으
로 연방법률자문국에 문의되는 것들은 복잡하고 중요한 법률적 논점들이거나
관련되는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의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들이다.

2. 기능
기능은 근거에서 본바와 같이 연방법률과 연방행정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권한의 지속성여부, 격리, 수용, 군
사력의 사용 등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공, 각종 위원회의 임명조항의 합헌성,
정부기관의 규제변경에 대한 법률적 권한의 범위나 정부기관이 사건이나 업무
에 대하여 재량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의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법적 조
언,

국내문제, 국제적인 쟁점들, 관료들의 계획, 행정부의 정책과 정책실현절차

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적용, 정부부서와 기관들의 관할과 권한, 시행되는 행정
행위 그리고 기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연방법률자문국의 의견 제시, 다른 행
정부서에 대한 헌법적 문제와 계류 중인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법률적 조언 제
공, 대통령이 내리는 모든 행정명령과 포고령 및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기타의 사안들에 대하여 형식과 적법성 검토, 법무부장관의 행정명령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규제 등에 대한 검토 그리고 법무부장관이나 법무
부차관 등의 특별 임무 등이다.

3. 자문요건과 자문 범위
연방법률자문국은 법적 의견을 구하는 기관이나 기관의 장에게 먼저 그들 자
체의 의견이 무엇인지 요구한다. 이는 한국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신청하려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의견을 구하는 행정기관들이 연방법률자문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동
의를 요한다. 이는 다양한 법적 의견들을 찾아 그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답만을
준수하려 하는 행정기관의 자문 탐색(advice-shopping)을 방지하고 단순히 부
수적 법률의견 제공자로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87)

86) 앞의 논문, 1306면.
87) 김 웅규,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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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이기에 연방법률자문국은 입법안에 대한 법적 조언(Bill Comments
Practice)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법적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개인이나 비
정부단체 또는 외국정부 등에게 의견을 제공하지 않으며,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88)

4. 입법안에 대한 주석
연방법률자문국은 연방의회에 제안되는 입법안에 대하여 헌법적 검토를 한다.
법률고문이 입법안이 헌법적으로 관련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안에 대한 주석(Bill Comments)을 작성하여 헌법적 문제점을 분명하
게 밝히면, 이러한 주석들을 법률자문국의 부책임자들이 검토 승인한 후 대통령
소속 하의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89)로 이송한
다. 관리예산처는 입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한 후 위 주석
서와 행정각부에서 올라온 정책관련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함께 연방의회로 송
부한다. 만약 연방의회가 입법안에서 위헌적 요소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으
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90)

5. 분쟁해결 효력
연방법률자문국은 행정부내 정부기관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둘 이
상의 정부기관이 관련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연루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그 결정은 관련된 정부기관을 구속
하는 효력이 있다.91)
연방법률자문국의 법적 의견은 행정부의 법적 견해를 대표하며 대통령이나 법
무부장관에 의한 파기가 없는 한 행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88) Steven G. Bradbury, 앞의 논문,1면,;Cornelia T.L. Pillard, 앞의 논문, 711면. : 김웅규, 앞의 논문,
45면에서 재인용.
89) OMB의 조직은 연방의 예산 수립, 조달, 행정(정보)관리, 규제개혁, 입법심사, 의회와의 관계구축 등을
포괄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최측근 보좌기구로서, 조직은 4개의 자원관리부문과 4개의 법령상의 부문
및 일반업무를 지원하는 7개의 부서가 있다. 7개의 부서 중 Legislative Reference Division가 행정부의
입법제안이나 의회추진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 등 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히 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계홍,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법제 제600
호,2007.12. 86~88면 참조.
90) 앞의 논문, 712면.
91) Cornelia T.L. Pillard, 앞의 논문, 7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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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방법률자문국이 공식적인 의견을 준비하는 과정과 출판

법률자문국이 의견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92) 먼저 ①
요청의견을 평가하고 ②관련된 기관의 관점을 요청한 후, ③연구하여 골격을 형
성하고 초안을 잡아 ④초안을 재검토한 후, ⑤ 의견을 확정한다.
그 의견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작성된 의견서는 비밀준수하에 의견
요청기관에게 전달되고 연방법률자문국의 내부 자료저장소에 저장된다.93) 일정
한 기간이 경과된 후 법률자문국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대한 완전한 의견을 작
성하고 공포될 가치가 있는 내용을 결정하며 그 의견을 요청한 정부기관에게
공포에 대한 허가를 구하게 된다. 정부기관이 공포를 거절하면 협상에 들어가지
만 공포에 대하여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택된 의견서는 법무부웹사이트나
WESTLAW 같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공개된 법률자문국의 자료에
저장된다.

VI. 법률자문국 운영의 기본원칙

오랜 기간 동안 위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률자문국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축
적되었다.94)

1. 정확하고 진실한 조언의 제공
정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할 때, 법률자문국은 법적 조언
이 정부기관이 의도하는 정책의 수행을 제한할지라도 관련법령에 대하여 정확
하고 진실된 해석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정부행위에

대하여 방어적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
이나 권한행사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의 지배에 대한 고수는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다.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
92) Steven G. Bradbury, 앞의 논문, 1~4면.
93) Steven G. Bradbury, 앞의 논문, 4면.
94) 김웅규, 앞의 논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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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국은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것을 옹호하는 법적 의견을 제
시하는 옹호원칙(Adovacy Model)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법령상의 구속
이나 제한에 대하여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제시하는 명확한 조언의 원칙
(Acurracy Model)을 준수해야 한다. 옹호원칙을 따르는 것은 법의 지배원리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95)

2. 충분한 의견 제시
법률자문국은 연방정부의 기관들의 헌법상의 권한과 그 한계 등을 포함하는 모
든 법적 검토 대상을 반영하여 빈틈이 없는 완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
령은 헌법상으로 명시된 행정부, 법원, 의회의 모든 권한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
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연방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집행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해석기준
문제의 법적 조언에 있어서 그 해석의 기준으로 연방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국의 선례와 정부기관의 권한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견해 등을 반영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법률자문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선례에 따르지만 사실관
계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행정부의 전문적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법률에 부응하면서 행정부의 사무와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책임을
지므로 행정부에게 가능한 한 적법한 방안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법원과 차이를
가진다.96)

4. 적절한 방법을 통한 법적 조언의 공식발표
법률자문국은 서면으로 된 법적 조언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러한
공표는 행정부가 법의 지배의 원칙을 지킨다는 점을 보장하고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주장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명성과 명확성
의 원칙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다.97)

95) Dawn E. Johnson, Faithfully Executing the Laws; Internal Legal Constraints on Executive
Power, 54 UCLA L. Rev. 1580, August 2007.; 김웅규, 앞의 논문,50면 재인용.
96) Walter X. Dellinger, 앞의 논문, 1351면.
97) 앞의 논문, 1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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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조직의 높은 수준과 관례의 지속적 유지
법률자문국은 법적 조언이 수준높은 검토이며 최상의 법적 견해라는 점을 보증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 구성원의 높은 수준 유지와 실수 방지 및 관례의 엄격성
을 유지해야 한다. 선례의 변경에는 고도의 주의와 구체적인 설명을 부가해야
한다.

6. 관련정부기관의 견해조사
법률자문국은 가능한 한 모든 견해를 조사하여 잘못된 논증에 대한 견제를 도
모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의견 제출 전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잠재적
결과의 간과를 방지하여 재검토하는 결과를 피하여야 한다.

VII. 결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헌법해석과 적용권한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법률
집행을 위하여 연방법률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을 보좌하는 연방법률자문국의 기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행정부 내의
일종의 독립된 법령해석기관으로 특별한 정책결과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같은
외압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법률자문국이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자문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98)

미국의 행정기관들은 자기 소속의 변호사를 두고 있으므로

연방법률자문국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한다. 주된 이유는 법률
이 난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아직 이론이 성숙되지 않은 영역에 직면할 경
우 연방법률자문국의 법률적 해석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기관내 법적 분쟁 해
결과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확신이 없는 행정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많
다.
연방법률자문국은 집행력이 없고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99) 결국 연
98) Steven G. Bradbury, 앞의 논문, 1면.
99) 특히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일치하지
710면)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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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률자문국의 법적 의견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상의 조언과 행정부 전체에 대
한 구속력 있는 선결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100). 연방법률자문국은 행정부내
정부기관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둘 이상의 정부기관이 관련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연루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분
쟁을 해결하며 그 결정은 관련된 정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연방법률자
문국의 법적 의견은 행정부의 법적 견해를 대표하며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에
의한 파기가 없는 한 행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
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 구속력이 강력하여 선결례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방법률자문국에 문의되는 것들은 복잡하고 중요한 법률적 논점들
이거나 관련되는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의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들이다. 이 점에
서 있어서 우리나라 법제처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원인에 의하여
서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부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행정부서의 장에 대한
의견 제공한다.
미국의 연방법률자문국은 다른 행정부서에 대한 헌법적 문제와 계류 중인 법안
의 합헌성에 대한 법률적 조언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처는 헌법적 문
제에 대하여는 별도 독립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접적
으로는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행할 수는 법률이나 명령의 해석과정 속
에서 헌법적 문제에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법률자문국은 법적 의견을 구하는 기관이나 기관의 장에게 먼저 그들 자
체의 의견이 무엇인지 요구한다. 그리고 의견을 구하는 행정기관들이 연방법률
자문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동의를 요한다. 이는 한국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신청하려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 법령해석 결과를 존중한다는
동의를 받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동의를 사전에 받는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본다.

100) Randolf D. Moss, Executive Branch Legal Interpretation: A Perspective from the Office of
Legal Counsel, 52 Admin. L. Rev. 1303,1305(2000): 김웅규, 앞의 논문, 4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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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독일의 행정부에 의한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일단 행정부의 유권해
석에 의의와 범위를 확정하고 (I), 유권해석을 수행할 독일연방공화국 행정부
자체의 조직과 업무를 점검한 (II), 다음에 유권해석의 대상인 규범의 특성에 따
라 그 내용을 검토할 (III)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 사항을 논의의 결과
로 도출하여 지적하는 것으로 (IV) 결론을 대신한다.

I. 행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해석 - 의의와 문제영역

1. 행정각부의 관할사항과 연방법무부의 업무

(1) 행정각부와 연방법무부
연방독일공화국의 행정부 내부에서 소관 행정각부의 실체적 영역을 포괄하는
법령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주체는 연방법무부이다. 그런데 본래 행
정부 내부에서 장관이 장인 소관 행정각부야말로 원칙적으로 그 영역의 업무와
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법령관련 문제에 관한 한 법무
부와 소관 행정각부 사이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규명해야 한다. 그에 부응하
여 법규범의 실질적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요청을 충족시키려면 행정청이 행하는 어떤 유형의 행
위이든 형식적 적법성과 실질적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부내에서 법률과
명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하여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제를 담당한 주체는
원칙적으로 행정각부이다. 이와 같은 행정각부의 활동에 대하여 즉 법률이나 명
령의 제정 및 개정 단계에서 법무부나 법제처가 지원하는 업무는 법형식성 측
면과 법체계성 측면의 해당사항이다. 물론 법형식성과 법체계성 측면에서 법령
을 다루면서 법실체성 측면의 문제와 전혀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당연
하다. 그러나 문제를 다루는 측면이나 각도에 따라 법실체성의 비중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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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법무부의 업무 개관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행정부의 법령관련 업무는 개괄적으로 적어도 3개 분야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관할사항에 관한 행정각부 내지 독립행정청의 소관업무
에 관한 실질적 적법성 해당사항, 둘째 법무부나 법제처가 다루는 법규범의 형
식적 측면 즉 법령구성의 체계, 전문언어, 준용규정 등, 셋째 법무부나 법제처
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개별 법규범의 법체계적 측면 즉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내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기타 법령과 관계설정 등이 그것이다.
이 3개 사항은 내용상 상당히 중복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실체에 관련없이 형
식이 규정될 수 없으므로 법규범의 실질과 형식은 근본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법체계적 이해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점검 없이
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 다만 법규범 실체 또는 실질적 내용의 관
점에서 평가할 때 법형식이나 법체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따라서 법규범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일단 법형식이나
법체계의 측면에서 검토하면 상당히 용이하게 법규범의 실질에 관한 논의를 좁
히거나 체계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근본적 관련성 때문에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첫째 최종적으로 소송단계에 진입하면 소송당사자로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주
체가 누구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구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속하는지 아니면 행정부 내부의 주체 사
이의 관계에서 문제된 것인지 즉 외부법인지 내부법인지 구별하는 관점에서도
분명하게 차이가 보인다. 둘째 법령의 성립단계 즉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법령
의 성립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인지 법령의 적용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인지 구별
할 수 있다. 대개 법령의 성립 단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그리고 입법부에 대한
관계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대상인데, 그에 반하여 법령의 적용 단계는 기왕에
성립된 즉 제정 내지 개정된 법령을 행정부와 개인 사이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상이다. 그에 따라 법령의 성립 단계에서는 법형식성과 법체계성 문제
의 측면에서 법실체성 문제를 살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법령의 적용
단계에서는 오히려 법실체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법형식성과 법체계성 문
제를 살피는 경향이 농후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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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행정청과 연방법무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입법과정에 있는 법규범이 아니
라 일단 성립된 법규범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률이나
명령을 소관업무로서 집행하는 소관 행정각부의 실질적으로 최종적 책임을 지
며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부 내에서 최종적 해석권자로 등장할 것이다. 법령
해석으로 인하여 다른 행정각부와 얽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각 행정각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 내지 협의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게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라면 대등한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
는 최상위의 행정청 내지 행정부 내의 최상급 행정청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수
상과 내각회의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내지 내각회의 등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의 유권해석을 전담하기 위
한 독립된 기관의 존재가, 논리필연적 산물이라는 협소한 시각은 부정되고, 어
떤 나라이든 전통적으로 형성ㆍ발전된 하나의 유형를 이룬 것에 해당되는 제도
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법령심사의 대상규범

(1) 헌법

총괄적으로 행정부의 법령심사를 살펴보면 한편으로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헌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위헌성 여부까지 포함하여
심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부의 법령심사는 개별 행정각부의 부처 이기
주의를 극복하는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획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심사범위를 넓혀 법령의 중복 내지 모순을 제거
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만 보면 대상규범의 측면에서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
은 물론 이들에 관련된 것이기만 하면 그보다 하위규범에 해당되는 행정규칙이
든 조례를 포함하여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자치규칙이든 모두 행정부
의 법령심사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

(2) 규범의 생성소멸 과정과 권리의 실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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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대상의 관점에서 위의 논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부의 법령에 관
한 유권해석이 문제되는 영역이라면 이것은 대개 사전절차의 단계에 해당된다.
이 단계를 거쳐 규범의 내용이 분명하게 확정되고 그를 바탕으로 모종의 처분
을 발하면, 국민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법원에 의한 법령해석과 비교하면 행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
해석은 법원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최종적 해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행
정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법령해석의 측면에서 행정 자체의
합리적 통일성을 획득하자는 것 등이 그 목표이다.
물론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서 관련당사자로서 법령의 해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사법절차 내에서 행정부의 유권
해석에는 상당한 유보가

걸려 있다. 다시 말해서 사법절차상 당사자 일방에 해

당되는 행정부라는 지위에서 수행한 해석이며 사법부에 의해 같은 절차 내에서
다시 판단된다는 판단대상에 불과하다. 즉 소송의 주체인 소관 행정각부의 견해
와 함께 다만 관련 행정각부의 견해도 참고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절차에서는
오히려 당사자인 소관 행정각부가 더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 가장 순수한
의미로 다시 말해서 가장 좁게 설정한 행정부의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문제영
역은 법원에서 수행하는 사법절차는 물론 행정부 영역의 행정심판 절차에도 아
직 사안을 접수하지 않는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범의 생성과정의 측면에서 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물론 제정과
개정 내지 개정과 개정 사이의 기간 동안 해석으로 보완하는 등의 모든 단계에
서 법령의 중복 내지 모순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생성과정
에 비추어 법령해석은 법령 자체의 제정 내지 개정 단계의 것과 적용을 위한
해석 단계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부 내부의 독립기관
다만 독립된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실체
적 권한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행정청의 독립된 권한은 대외적으로는 소송의 수동적 주체 즉 피고적격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는 행정각부의 장관이다. 법령해석에 관하여 행정각부
의 장관이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한에 의한 행정규칙으로서 예컨대 규범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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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과 규범해석적 행정규칙 즉 재량준칙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
품관련기관, 의약관련기관, 공정경쟁관련기관, 선거관련기관 등과 같이 특정한
권한을 별개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에게 부여한 경우 그 영역에 관한 한 독자
적으로 관련자료를 공표하고 평가하고 규범을 정립하는 등의 작용을 수행한다.
이들이 활동한 성과에 따라 성립된 자료 내지 기준 내지 규범 등에 대해서 오
히려 다른 행정각부로서는 준수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전제로 인정한 다음 단
계에서 비로소 정책적 결정을 단행해야 한다. 위법의 판단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들에게 우위를 부여해야 한다.

II. 행정부의 법령해석과 권한배분 및 위계질서

1. 논의의 전제 점검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내의 법령해석을 담당한 주체는 두 개 즉 법무부와 법
제처이다. 그런데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행정부 내부의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
하는 법제처에 해당되는 행정조직을 찾아볼 수 없다. 어차피 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 자체가 필연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와 거의 유
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법무부가 관련업무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일원화할 수 있는 법령해석 업무 자체가 연방행정 각부의 법령해석 업
무와 관련하여 도대체 어떤 유형 또는 어떤 본질을 지닌 것인가, 그리고 이 유
형의 업무를 법무부에 할당하는 실질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법규범의 측면에
서 이 유형의 업무를 할당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독일의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한 연방법무부를 통할하는 상위규범을 살펴본
다. 즉 내각책임제인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연방법무부 등 연방각부의 헌법상 상
위행정청인 연방정부의 운영규칙과 연방각부 운영에 관한 공동규칙 등의 규범
이 그에 해당될 것이다. 이를 세세히 살펴본 후 다시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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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정부 운영규칙 (Geschae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 GOBReg)

(1) 의의
연방정부 운영규칙은 연방수상, 연방수상의 대리인, 연방각부 장관, 연방정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연방정부 운영의 기본적 지침이다.101) 그 근거는 기본법
제65조

제4문이다.102)

법적

성격은

자기규율적

자치규칙(eine

autonome

Satzu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는 헌법 차원의 자치규칙
(Verfassungssatzung)인 것이다. 그에 따라 일부는 법규적 성격을 지닌다.103)
헌법상 서열이 연방정부에 맞먹는 각 기관의 운영규칙 즉 연방의회 운영규칙,
연방헌법재판소 운영규칙, 연방참의원 운영규칙 등도 마찬가지다.

(2) 연방각부의 협력과 지원
연방정부는 법률 초안이나 연방정부의 명령 초안,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명령초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건 즉 내무, 외무, 경제, 사
회, 재정, 문화 등에 일반적으로 관련된 안건에 관하여 자문 또는 의결 기능을
맡는다(연운규 제15조 제1항 문자 a, b, c 등). 뿐만 아니라 연방각부 사이에
101) Geschae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 vom 11. Mai 1951 - GOBReg (GMBl. S. 137)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en vom 29 Maerz 1967 (GMBl. S. 130), 12. September 1967
(GMBl S. 430), 6. Januar 1970 (GMBl. S. 14), 23. Januar 1970 (GMBl. S. 50), 25 Maerz 1976
(GMBl. S. 174, 345), 1 Juli 1987 (GMBl. S. 382), und 21 November 2002 (GMBl. S. 848). 참고
로 여기에서 GMBl.은 Gemeinsames Ministrialblatt(연방각부 공동공보)를 말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연방정부의 운영규칙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는 연방의회 운영규칙(Geschae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GOBT)과 연방참의원 운영규칙(Geschae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rates - GOBR)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조직에 관한 한 국회에서 제정한 정
부조직법이 근거법률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행정각부 이외의 기타 행정각
부는 연방정부 운영규칙에서 규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와 독일연방공화국은 정부조직
영역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는 규범양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02) 기본법 제65조 (책임) 연방수상은 정책지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 하에서 처리한다. 연방장관 간의 의견대립에 관하여
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콘라드 헷세 저, 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20판, 박영사, 2001, 516쪽에서
전재)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65 GG Der Bundeskanzler bestimmt die Richtlinien der Politik und traegt dafuer die Verantwortung. Innerhalb dieser Richtlinien leitet jeder Bundesminister seinen Geschaeftsbereich
selbstaendig und unter eigener Verantwortung. UEber Meinungsveschiedenheiten zwischen den
Bundesministern entscheidet die Bundesregierung. Der Bundskanlzler leitet ihre Geschaefte nach
einer von der Bundesregierung beschlossenen und vom Bundespraesidenten genehmigten
Geschaeftsordnung.
103) Stern, Staatsrecht II, 1980, S. 30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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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대립될 경우는 물론 그밖에도 재정문제와 예산안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연방 각부가 이견에 부딪쳤을 때 위와 같이 자문 또는 의결 기능을 맡는다(연
운규 제15조 제1항 문자f).
연운규 제16조에서도 모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연방각부에 대하여 자문
할 의무를 연방정부가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제30조에서 “연방정부의 명령
에는 관할권한 있는 당해 연방각부가 부서한 후 연방수상이 서명한다. 기타 명
령은 - 연방정부가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 원칙적으로 관할권한 있는 연방각부
의 장관이 혼자 서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연방정부가 합의제로 최고행정기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연방각부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관여하지만, 자신의
관할사항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또한 분명하게 나타
나 있다.

3. 연방각부의 공동 운영규칙
(Gemeinsame Geschae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GGO)

(1) 의의
연방각부의 공동 운영규칙은 연방 소속 각부의 내부 절차 그리고 연방 각부 상
호간의 절차 그리고 다른 헌법기관과 연방 각부의 공동업무 등을 규율하는 운
영규칙이다.104) 뿐만 아니라 공동 운영규칙에는 연방 각부의 법률초안을 다루
104) Gemeinsame Geschae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GGO = 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r Gemeinsamen Geschae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 - Bek. d. BMI v.
9. 8. 2000 - O 1 - 131 200/10 - Geaendert durch: Bekanntmachung des BMI v. 14. 11. 2006
- O 2 - FN - 32/1, BMBI 2006, 1133. BMBI
연방내각은 2000년 7월 26일 ‘연방각부 공동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2000년 9
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판을 공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1996년 2월 6일자 판의 연방각부 공동 운
영규칙(총칙 Allgemeiner Teil = GGO I) 그리고 1996년 3월 25일자 판의 연방각부 공동 운영규칙(각
칙 Besonderer Teil = GGO II) 그리고 연방각부 공동 운영규칙 I의 고려 아래 전자방식 의사소통 체계
의 이용 권고방안(die Empfehlung zur Nutzung elektronischer Kommunikationssysteme unter
Beruecksichtigung der Gemeinsamen Geschaeftsordnung I) 등은 이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2006년 당시 연방정부(die Bundesregierung)는 내각회의(Kabinettssitzung)에서 ‘이른바 현대국가 - 현
대행정(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라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이 ‘연방각부 공동 운영규
칙’을 개정하였다. 그 목적은, 탈규제 및 관료주의 폐해 감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보완하고 교정하고 확장하면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 사용하기에 불편하였는데 이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공동 운영규칙은 연방 각부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되 연방내무부가 주관하여
작성해서 1999년 최초의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공동 운영규칙 초안을 각 영역의 실무담당자가 수정하
고 보완하여 완성된 최종안이 연방내각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연방각부 공동공보’(im Gemeinsamen
Miniterialblatt)에 공간되었다. 독일연방법무부(BMJ) 홈페이지; 정남철, “독일의 행정입법 통제 -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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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법적 성격은 내부 사무처리에 관한 근무지침이다. 또
는 그 법적 성격을 모든 연방 각부가 이에 부응하여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한
데 따라 일반적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105)
우리가 다루는 법령심사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가령 연방각부의 견해 차이에 있는
것이라면 해당 연방각부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생기는 법령해석의 의문을 서로
합의한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 책임자 즉 소관 연방각부가 결정하
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법령해석의 문제가 연방각부 사이의 업
무에 영역의 범위를 획정하거나 애매한 범위로 인하여 협의 후 결정해야 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면 업무에 관한 협력과 평가의 문제로 전환될 것이다.

(2) 구체적인 업무내용 개관 1: 행정의 조직과 활동 및 협력과 평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며 행정활동의 투명성을 더 높이자는 등의 목적으로
공운규 제7조 제4항에서 규율한 바가 바로 연방 각 부는 반드시 조직적 구조
(업무분담 계획과 조직 도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연방행
정청이기만 하면 어디에나 해당되는 당위-조항(soll-Vorschriften)으로서 2006
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정보자유접근법(IFG)106) 제11조 제2항과 제3항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조직 및 업무 내지 활동 영역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
게 설정해야 하다는 요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과 업무가 개별적으로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연방각부와 그와 다른 연방각부의 하위 행정청은 이제 직접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운규 제26조 제1항 제1문).107) 당시까지 연방각부 최상급
통제기준, 사법부 통제기준 및 의회 통제기준을 중심으로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 발간등록번호 31-9710172-000598-14), 국회ㆍ유럽헌법학회
(2009. 4. 13.), 149, 151쪽 참조.
105) Stern, Staatsrecht II, 1980, S. 306 f.
106)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 vom 5. September 2005 (BGBl. I S. 2722).
107) 제26조 다른 사무영역의 부서와 협력업무(제1항) 다른 사무영역을 관할하는 연방의 행정각부와 그에
속한 하부 부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헌법보호청, 연방범죄청, 연방군사보
호업무청, 연방정보부, 연방보통법원의 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속 연방 행정각부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중요한 사안의 경우 소속 연방 행정각부에 고지한다. 소속 행정각
부의 지시권한은 이로 인하여 변경될 바 없다.(제2항) 외국에 상주하는 독일 대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
행할 경우 외사과의 중개를 받지만, 외국의 독일대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하여 국가가 서
로 또는 국가보다 상위에서 합의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긴급을 요하여 중개 자체를 동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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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을

거쳐서야

비로소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단선체제

Einliniensystem). 그러나 이제 한 개 연방각부의 하위급 행정청이 직접 다른
연방각부의 하위급 행정청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파욜식
가교체제 Fayolsche Bruecke). 이로써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짧아져 신속하
게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문제될 만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것
이라면 소관 연방각부의 최상급 행정청에게 통지하거나 승인을 얻어서야 합동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밖에도 새로 도입된 제도로는 장차 시행해야 할 법률 효과의 평가에 대한 규
율사항을 들 수 있다(공운규 제44조).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할 사
항으로 연방각부 공동 운영규칙에서 비로소 ‘인터넷에서 법률의 제정취지에 대
한 토론을 유도한다는 목적 아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또한 창
설하였다(공운규 제48조 제3항)는 것을 들 수 있다.108) 2006년 12월 1일자 최
신판에는 실질적 법률평가를 위한 기관을 창설하였다. 즉 단순하고 확실한 기준
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을 평가한다는 수단을 확보하여, 실질효과 측면에
서 규범을 통제한다는 목적 아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규범통
제평의회(Normenkontrollrat)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연방정부 규범통제평의
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다만 법률평가가, 법률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규범이 상정했던
현실과 규범을 적용한 현실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규범이 미친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차원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규범통제라는 용어가 붙어 있으
나 논의를 통한 문제의 접근은 오히려 법경제학 내지 법사회학 측면에서 시도
§ 26 Zusammenarbeit mit Dienststellen anderer Geschaeftsbereiche(1) Bundesministerien und nachgeordnete Dienststellen anderer Geschaeftsbereiche arbeiten grundsaetzlich unmittelbar zusammen. Bei der Zusammenarbeit mit dem 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 dem
Bundeskriminalamt,
dem
Bundesamt
fuer
Militaerischen
Abschirmdienst,
dem
Bundesnachrichtendienst und dem Generalbundesanwalt beim Bundesgerichtshof ist das
zustaendige Bundesministerium unverzueglich zu unterrichten. Im UEbrigen wird das zustaendige
Bundesministerium in bedeutenden Faellen unterrichtet. Das Weisungsrecht des zustaendigen
Bundesministeriums bleibt unberuehrt.(2) Die Zusammenarbeit mit den deutschen Vertretungen
im Ausland wird durch das Auswaertige Amt vermittelt, soweit fuer die Zusammenarbeit mit den
deutschen Vertretungen bei zwischenstaatlichen oder ueberstaatlichen Vereinigungen keine
Sonderregelungen bestehen oder im Eilfall eine Vermittlung nicht herbeigefuehrt werden kann.
108) 제48조 제3항 법률안을 연방정부의 내부전산망 또는 외부전산망에 올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연방행정각부가 연방수상청의 동의를 얻고 그 밖의 관여한 연방 행정각부의 견해를 청취한 후 결정한다.
§ 48 (3) UEber die Einstellung des Gesetzentwurfs in das Intranet der Bundesregierung oder in
das Internet entscheidet das federfuehrende Bundesministerium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kanzleramt und im Benehmen mit den uebrigen beteiligten Bundesministe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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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3) 구체적인 업무내용 개관 2: 행정부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
당시까지 공동 운영규칙의 각칙에 포함시켜 두었던 ‘법의 형식성을 갖추기 위한
세부조항’에

관해서는

연방법무부가

출간한

‘법형식성

실무지침서(Das

Handbuch der Rechtsfoermigkeit)’를 원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공운규 제
42조 제4항).109)
각종 규범의 형식적 요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다.
법적 언어, 법적 용어, 준용의 방식, 경과규정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을 세세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인 규범 자체의 이해가능성
을 높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후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해석의 공론장을
넓게 열어서 언어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현저하게 감축시켰
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의 형식성과 맞보는 실질적 심사대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공동운영 규칙 제62조 이하에서는 법규명령의 준비, 서명, 공포 등의
제정절차, 기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연방참사원의 법규명령 발의권, 연방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규명령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공동운영 규칙 제7절에 행정규칙에 관해서도 규율하였다(제69조부
터 제71조까지).110)
법무부의 업무사항에서는 규범의 형식성과 실체성을 모두 다룬다는 지적이 있
다. 일단 용어상 혼란을 야기하는 연방수상청 소속 ‘국가 규범통제 평의회’를
살펴본 다음에 법무부의 기본적 업무사항을 파악할 것이다.

109) 제42조 제4항 법률안을 법형식적 측면에서 형성하는 데 대해서는 연방법무부가 공간한 법형식성 안내
와 연방법무부가 개별적인 경우에 제시하는 권고 등의 효력이 미친다.
§ 42 (4) Fuer die rechtsfoermliche Gestaltung von Gesetzentwuerfen gelten das vom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erausgegebene Handbuch der Rechtsfoermlichkeit und die vom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im Einzelfall gegebenen Empfehlungen.
연방법무부(BMJ)가 주관하여 간행한 ‘법형식성 실무지침서 2008년 제3판’(Bekanntmachung des Handbuch der Rechtsfoermigkeit vom 28. September 2008)은 연방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파일에는 열람만 가능할 뿐이고 인쇄는 허용되지 않는 제한이 걸려있다.
110) Richtlinie der Bundesregierung zur Gestaltung, Ordnung und UEberpruef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des Bundes vom 20 Dezember 1989 (GMBl. 1990, S. 39) 이에 대해서는 정남철
(2009), 151쪽 이하; Fliedner, Ortlieb, in: Hermann Hill (Hrsg.), Verwaltungsvorschriften,
Dogmatik und Praxis, 1991, S. 31 ff. 참조.

- 94 -

(4) 수상청(Kanzleramt)의 규범통제평의회(Normenkontrollrat)
행정부 자체의 각 부서의 각종 정책이 지닌 관료주의적 폐해를 평가하고 제거
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적 평의회이다. 8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수상인 안젤라 메르클의 제안으로 설립된 조직이라고 한다.111)
예컨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를 폐기하거나 전산처리 방식으로 바꾸면,
서류 한 건당 공무원 노임, 기계작동비, 제출된 서류를 점검하는 공무원 노임,
서류 보관철 비용, 보관비용 등으로 총비용을 산출해서 그 중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표준적 평가를 강행한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제삼자 지위에서 색출하고 제거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법령의 제정에 관한 업무로서 어떤 내용의 조항이 삽입되면
얼마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조직의 명칭에 규범통제가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용어 자체를 ‘사건처리 표준양식 통제 평의회’라고 번역해야 할 수도 있
다.

4. 소결

(1) 독일연방공화국의 행정부 조직 중 법령의 유권해석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단위조직이 있는지 살펴 보았지만 연방수상청과 연방 행정각부에 우리
나라 법제처와 같은 독립된 기관을 찾을 수 없었다.
(2) 독일연방공화국은 실체적 권한에 따라 소관 장관이 실질적인 최고책임자로
서 소관법령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면서 상호 관련업무에 관하여 협의하는 체제
인 것이다.
(3) 물론 법령해석에 관한 개별사안에 관하여 연방법무부는 권고할 수 있을 것
이다. 행정부가 법령해석으로 사태에 관하여 규율하다가 그 한계에 이르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정리하여 관련법령을 제정할 것이다. 연방법
무부가 일괄적으로 관여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사항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법령해석에 관한 개별사안 문제로부터 유래할 것이다. 어떤 사항이든 관련 행정
각부와 때로는 연방법무부의 권고 등을 요구하여 또는 연방정부 즉 내각의 수
111) Kanzleramt의 홈페이지에서 Normenkontrollrat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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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준에서 합의제적 결정에 따르되 최종적으로는 소관 행정각부의 권한과 책
임으로 법령해석을 행정부 내부에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III. 법령심사의 사전적 및 포괄적 형태로서 연방법무부 관할업무

1. 독일 연방법무부의 업무조직 현황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BMJ)는 무엇보다도 입법과 법적
관계 등의 자문을 업무로 맡았다.112) 법무부의 소관사항인 영역 즉 민법, 상법
과 경제법, 형법 그리고 각 영역에 관련된 절차법 등의 법률초안과 명령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연방법무부의 업무에는 다른 연방각부의 영역에서
법률초안과 명령초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하며 이때, 그 초안이 헌법과 법질서
전체에 일치하는지, 그리고 통일적인 형식적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 등의 사항
에 유의하여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113) 형식적 요소에 관한 실무지침서는 위
에서 지적했다시피 상당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체적 요소
에 관한 법무부의 관여에 관해서는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6개 과로 나누었다.
- Z과: 법무행정(중앙부서),- R과: 사법행정,- I과: 민법,- II과: 형법
- III과:

상법과 경제법,- IV과: 헌법과 행정법; 국제법과 유럽법

연방법무부 소속인원은 1949년에는 80명이었으나 (2008년 7월 25일자) 현재
625명이다. 그 중 275명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그 중 여성은 100명)이
다. 이들 중 99명이 연방소속 각 주의 판사, 검사, 고급공무원 등으로서 특정한
기간 동안 - 대개 2년 내지 3년 - 법무부에 파견 온 것이다. 이들 중 판사는
이 기간 동안 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문직에 임명된
것이다. 1999년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후 본에는 27명만 남아있을 뿐이며

112) 그 근거는 연방정부 운영규칙이다. Geschae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 (GOBReg vom 11.
Mai 1951), GMBI. S. 137. - Bek. v. 21.11.2002 (GVBI. S. 848) 참조. 동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르면
연방 각 부의 업무영역은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연방수상이 확정한다. 연방 각 부 사이에 업무영역의
중복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견해의 차이 등에 관해서는 연방정부가 의결하여 결정한다.
113) 비공식적 입법절차(Das informale Gesetzgebungsverfahren)라는 항목으로 설명한 것으로는 H.
Schulze-'Fielitz, Theorie und Praxis parlamentarischer Gesetzgebung, Berlin 1988, S. 35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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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베를린에서 근무한다.
연방법무부에 소속된 법률가 즉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른 연방 각부에도 소관법률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수의 법률
가가 배치되어 있다. 결국 연방 각부는 저마다 독립된 행정청 즉 행정영역의 의
사주체로서 자신의 소관업무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적 책임을 진다. 이것이 연
방각부에 관한 소관영역 원리(Ressortsprinzip)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소관영역
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지만 사실상 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랜 전통에 따라 그리고 그때마다 긴박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연방수
상이 연방 각부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독일 연방법무부 “법형식성 안내서”의 기본적 내용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 안내서가 공간되
어 있다.114) 법령해석이 기존의 법령을 전제로 해석한다는 것이지만 법령 자체
의 생성과정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지침 자체가 법령해석
에 영향을 미칠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연방법무부가 소관 행정각부가 아니면서
법령에 관여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와 같이 검토해야 할 필요는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난다. 소관 행정각부가 아니면서 법령해석에 관여하는 경우의 가장 일반
적인 양상이 연방법무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한다.

(1) 연방법무부의 업무에 일반적 평가

연방법무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무부장관 스스로 동 안내서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연방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연방법무부
는 연방정부 내에서 중심적인 부서라는 위치를 계속 점거해왔다. 모든 영역에서
나온 법률과 명령 등의 초안을 법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심사하였고 연방
소속 각 부에서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준비할 때 연방법무부가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1949년 10월 21일 연방내각이 법무영역을 설정하여 이와 같은 업무
114) Bekanntmachung des Handbuchs der Rechtsfoermlichkeit vom 22. September 2008, in:
Bundesanzeiger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ausgegeben am Mittwoch,
dem 22. Oktober 2008 = ISSN 0720-6100 = www.bundesanzeig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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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맡길 때, 당시 연방법무부 장관이 명문으로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물
론 이는 여전히 법무부의 법령심사에 대하여 유효한 청구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며 연방법무부가 연방내각에 대하여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기도 한데, “이 (법령
심사) 조치로 인하여 결코 해당 영역의 전문적 관할사항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
야 할 것이며, 이로써 오직 연방법률이 법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을 가능성과 동
시에 또한 법형식적 통일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법령심사) 조
치는 반드시 이와 같은 목적에 부응할 엄밀성을 갖춰 시행해야 하며, 이로 말미
암아 초안을 내각에 제출하는 데 또는 법규명령을 공포하는 데 납득할 수 없는
지체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청구사항을 연방법무부에서는 그때 이래로 매일 새롭게 직면하고 있
다. 적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법령심사는 법조항의 질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
로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제
기되는 문제는, 새로운 규범을 현행 법질서에 모순 없이 편입시킬 수 있는지 여
부이다. 새 규범이 유럽법과 국제법을 존중한 것인가? 새 규범이 동일한 서열의
다른 조항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러나 그 조항이 법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합치되는 것인가(juristisch einstimmig) 하는 문제를 다루
지는 않는다. 만약 새 규범이 시민, 기업, 법적용자 등과 관련된다면, 규범은 반
드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분명하게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목적을 달성하자면 통일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척도에 따라
연방소속 각 부가 법조항에 관한 초안을 작성할 것이며 또한 그 척도가 법령심
사(Rechtspruefung)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은 척도를 이미 세 번째로
출간된 바로 이 ‘법형식성 안내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내서의 권고사항은
법적 의도 그리고 특히 법제정의 실무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안내서의
권고사항은 법제정 실무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되어 이 3판에는 연방헌법재판소
의 최신 판례와 연방개혁의 성과 등은 물론 그동안 점점 커져온 유럽의 법제정
이 미치는 영향도 반영되어 있다.115)

115) 연방법무부, 『법형식성 안내서』, 2008, 5쪽. 특히 이 법형식성 안내서는 연방법무부 법령심사 기본
문제 분과위원회 소속 구성원이 합동으로 작업하여 거둔 성과(ein Gemeinschaftswerk des Referats
fuer Grundsatzfragen der Rechtspruefung im Bundesministerium der Justiz)이기도 하다(동 안내서,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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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심사(Rechtspruefung)

1) 연방법무부 법령심사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는 연방법무부가 차지한 지위는 워낙 열악했을 뿐만 아
니라 나치 시대의 불법정부에 대한 반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법률과 명령 등
의 초안에 대하여 중앙관리식으로 그리고 독립적 지위를 획득한 부서에서 법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처음에 통합된 경제영역의 행정
에

관한

법무관서(das

Rechtsamt

der

Verwaltung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에서 그에 이어 연방법무부가 이 업무를 관장하였다.
1949년 10월 21일 내각의 결정에서 확정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내각에서 의결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률초안의 준비작업시 법형식성과 법
률문언의 통일성을 심사하는 데 참여한다. 이는 연방정부는 물론 연방소속 각
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가 1950년도 제출한 최초의 활동보고서 “재건하는 독일(Deutschland
im Wiederaufbau)”에서 이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연방소속 각 부에서는 법률로써 규율해야 할 사항을 자
신의 행정적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법과 헌법에 대
한 충실의 요청을 충족시키고자 행정 각 부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현실적
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모든 법률초안을 ...... 심사하는 부서를 포기할 수 없
다. 법무부는, 행정적 필요라는 요구에서 벗어나 오로지 법을 보전한다는 관점
에 유의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정된 것이다.”116)
현행 연방법의 규모와 내용은 물론이고 개정에 의한 변동사항 등은 예나 지금
이나 늘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었다. 개인적인 관점이나 취지에 따라 그때마다
많든 적든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전문적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비판을 가한 것
이다. 즉 법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조항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116) 동 안내서, 15쪽, 단락번호 1. 연방법무부의 법령심사가 지닌 의미는 법률이 대부분 연방정부의 주도
아래 제ㆍ개정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15대 연방의회에서는 - 예정했던 시기에
앞서 2005년에 종료되었는데 - 공포된 385개 중 274개 법률이 연방초안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의회내
연립정파의 초안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70개 법률을 여기에 보태 계산하면 연방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미친 것이 공포된 모든 법률의 89%에 달한다고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동
안내서, 15쪽, 단락번호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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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다고 한다. 규범의 홍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시민의 자기발전
가능성을 낮춘다고 한다. 실무에서 법조항을 관철시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대
하여 너무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입법자의 대처가 너무 늦다고 한다. 법조항
의 실효성에 관하여 일단 입법절차가 종료되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고 한다. ‘법형식성 안내서’는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비판에 대해서 세세하
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 분량 관계상 제외하였다. 근본적으로 법의 기능 문
제, 현재 법제정 절차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그
렇지만 비판 내용의 목록은 밝혔다. 왜냐하면 중앙의 법령심사 심급으로서 기능
을 수행하는 연방법무부의 권고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법무부의 법령심사에는 당연히 실체적 내용도 포함된다. 아무
리 이 안내서에서 실무적용 사례에 집중하여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밝힌
비판대상의 요소가 한 몫의 역할을 맡는 그와 같은 법제정절차를 포함해서, 법
의 근본문제에 관련된 평가가 여러 맥락과 쟁점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117)

2) 연방법무부 관할권한의 근거와 범위
연방법무부의 법령심사 관할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연방각부 공동운영 규칙
(Gemeinsame Geschae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GGO)118) 제46
조, 제42조 제4항, 제62조 제2항 제1문, 제72조 제3항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이
는 내각에서 특정한 법령 초안 또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현행법에 합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Widerspruch)를 제기할 연방법무부 장관의 권리로
보완된다(연방정부 운영규칙119) Geschae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 117) 동 안내서, 15쪽, 단락번호 3. 대개 규범의 홍수(Normenflut)라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과 같은 통계자료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수십 년 이래로 독일의 현행 연방법의 규모는 때에 따라 드
나듦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2000개의 줄기법률(Stammgesetz)과 3000개의 줄기명령(Stammverordnungen) 수준으로 전체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령행위(Rechtsakte)의 규모는 다양하다. 가령 민법전
은 238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많은 법률과 명령이 5개 조 이하이다. 모든 줄기법률은 통털어
47,000개의 조로 그리고 모든 명령을 약 40,00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법령제정
(Rechtsetzung)은 대부분(ueberwiegend) 기존의 법령규율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세법은
제15대 연방의회 회기인 3년 동안 모두 24회 개정되었다. 규범의 현황과 법령제정의 규모 등의 측면에
서 볼 때 입법자의 책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할 사항은, 한편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일목요연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창설해야 한다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법령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아직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법령심
사가 기여하는 바는 핵심적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동 안내서, 16쪽 단락번호 4 참조).
118) 현행 GGO는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홈페이지(www.bmi.bund.de)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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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Reg 제26조 제2항).
연방법무부는 연방소속 행정각부의 법령제정 주도활동에 대하여 법령심사를 한
다. 연방법무부 법령심사의 대상을 살펴본다.
- 내각이 의결하기 전의 연방정부 법률안(GGO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호)
- 내각이 의결하기 전의 연방정부 명령(GGO 제46조 제1항에 연계하여 제62조
제2항과 제3항과 제51조 제2호)
- 연방소속 각 부에서 제정하기 전의 명령(GGO 제46조 제1항에 연계하여 제
62조 제2항)
- 기타 부서에서 재위임(Subdelegation)을 근거로 권한을 부여받아 제정하기
전의 명령(GGO 제46조 제1항에 연계하여 제62조 제2항 준용)
의회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밖의 심사도 동원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소관 전문부서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태도 표명 또는 반대견해 제시 등을 위
하여 준비한다는 범위 내에서 연방참사원의 제안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서 이
다. 뿐만 아니라 독일연방의회의 소관 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작성보
조를 (단락번호 836 이하) 하기 위하여서 이다 (GGO 제52조 제2항, 제56조
제3항).
- 여당 교섭단체에 의하여, 변경신청안 또는 의결권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이다.120)

3) 연방법무부 법령심사의 내용
연방법무부의 심사는 법적 심사이다. 전체 법질서라는 관점에서 이 심사는 무엇
보다도 그때마다 법령제정의 취지에 따른 규율체계와 규율형식에 연계되는 것
이다. 이 심사에서는 벌써 선결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즉 그때
제시되어 있는 규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잡혀 있는 규율이 과연 예
정하고 있는 규모 수준의 것으로 필수적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법령심사의 핵심
사항은 과연 그 규율이 그보다 상위의 법에 일치하는지 (이른바 수직적 법령심
사) 하는 것이다.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9) 1951년 5월 11일자 연방정부 운영규칙(연방내무부 공보 GMBl 130쪽 이하)으로, 최근 2002년 11월
21일자 공고(연방내무부 공보 GMBl 848쪽)로 개정되었다.
120) 동 안내서, 17쪽, 단락번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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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일치하는지 여부,
- 유럽연합의 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 국제법에 일치하는지, 특히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과 유럽 인권협
약 등에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든지, 제출하는 전문
부서에서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문의하여 온 범위에 한정한다. 여기에 관련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특히 초안에 대한 이유에서 찾는다.
뿐만 아니라 계획 중인 규율이 기존의 법질서에 모순 없이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수평적 법령심사) 등에 관해서도 심사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 등
이다.
- 다른 법조항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 초안 내부의 체계는 올바르게 잡혔는가?
-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그 영역에서 제대로 잡혔는가?
-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율사항을 회피했는가?
- 의도한 바가 표현되어 있는가?
- 다른 조항에 대한 원용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예컨대 확정성 원용
인가, 유동성 원용인가?)
- 법령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율사항을 제거할 수는 없는가?
- 규율내용의 의미가 분명한가?
- 그 조항을 아무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는가?
그와

동시에

언제나

Rechtsfoermlichkeit)을

형식과
존중해야

구성에
한다.

관한
예컨대

요구사항(법형식성
제목,

전문(前文,

Eingangsformeln), 원용방식, 개정조항(Aenderungsbefehlen), 효력발생에 관한
규율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용어를 선별하고 이해가 가능하
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율사항 역시 심사한다.121)

4) 연방법무부 법령심사의 구체적 시행사항
법령심사는 연방법무부에서 다수의 서로 다른 심의위원회(Referate)가 수행하
는데, 이들은 저마다 - 대부분 전문부서의 관할사항에 부합하게 - 특정한 법령
121) 동 안내서, 17쪽, 단락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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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만을 전문적 수준에서 다루며 심사활동에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법령심사
의 기본적 문제(Grundsatzfragen)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한 별개의 심사위원
회인 공동심사위원회(Mitpruefungsreferate)가 관할한다.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연방법무부 자체의 초안도 심사한다. 만약 각 영역을 초월하거나 포괄하는 (예
컨대 행정법 일반이론, 정보보호, 비용과 수수료, 부속법률-Nebengesetze-의
형벌과 벌금의 구성요건, 절차법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연방법무부
소속 특수 작업반은 참여한다. 헌법은 그 의미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보통 법
령심사의 척도가 되고 헌법심사위원회 특히 기본권심사위원회가 맡는다.122)
법률제안서(Gesetzesvorlagen)는 GGO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문언, 이유
(GGO 제43조), 제안요약 (GGO 제42조에 대한 별표-Anlage 5) 등으로 구성된
다. 법령심사의 대상은 오직 법률문언의 초안뿐이다(GGO 제42조 제1항과 제4
항, 제46조 제1항). 이유 부분과 제안요약 부분 등은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 편
입되는 않는데, 예외적으로 심사대상이 되더라도 이들 부분이 법률문안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법조항에 대한 관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
어 있거나 하는 범위에 한정된다.123)
법률을

소관하는

연방

각

부의

전문심사위원회(die

Fachreferate

der

federfuehrenden Ministerien)를 연방법무부에서 사전준비 작업의 목적 아래
편입시킬 수 있다(연공규 GGO 제46조 제3항). 이렇게 해야 초안 작업의 이른
단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내각이 의결하기 이
전의 최종적인 법령심사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보통 법률초안
과 명령초안은 사전준비 작업(Vorarbeiten)을 종료한 후에 연방법무부에 명시
적으로 법령심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와 (mit der ausdruecklichen Bitte um
Rechtspruefung) 함께 송부한다. 공동심사위원회(das Mitpruefungsreferat)에
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방법무부 내의 다른 심사위원회도 (예컨대 헌법부
문 법령심사위원회) 참여시켜 모든 견해를 수집한다. 소관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이의사항을 이미 고려하여 심사가 완결되었을 경우라면, 공동심사위원회 절차의
진행속도를 더 높여 법체계적 우려 또는 법형식적 우려도 없게 될 것이다(심사
종료

증명

Prufattest).

소관하는

연방의

122) 동 안내서, 18쪽, 단락번호 11.
123) 동 안내서, 18쪽, 단락번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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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로서는

연방수상청

(Bundeskanzler)에 이송하면서 이제 GGO 제51조에 따라 내각제출 안건에 부
가문건(Anschreiben)으로 ‘연방법무부가 이 초안의 법령심사를 추인했다(bestaetigt)’는 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한다. 이로써 연방법무부가 법령심사할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심사하였고 그 결과 법체계는 물론 법형식
측면에서 제기할 이의사항이 없었다고 추인한 것이다.124)
법령심사는 위에서 기술한 바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 다른 작업주체를 참여시켜야 할 경우라면 더욱 많은 시간이 필
요하다. 이 때문에 GGO 제46조 제2항에서 연방법무부에게 법령심사의 대상인
문제를 조사하고 심사할 시간을 충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초안을 주의깊게 심사하여 법적 측면에서 자문해 준다는 것은 실제로 연방
의 소관 부 이익에 관련된 사항뿐이다. GGO 제50조에 따르면 어떤 법률초안을
완결적으로 심사하는 데 설정된 기간은 대개 4주이다. 모든 관여당사자가 승인
할 경우라면 이 기간은 더 짧게 설정될 수 있다.125)
연방의 법률과 명령은 어떤 것이든 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주변문건
(Rahmendokument)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생략된 것이 아닌 온전한 제목, 제
정시기, 최초로 공포된 것이나 그 후에 새로 구성된 것의 게재장소, 게재장소에이(FNA)의 번호 (단락번호 26), 법조항을 개정하는 데 관한 요약사항, 유럽
연합

법의

관련사항에

대한

요약사항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줄기법률

(Stammgesetz)126)와 줄기명령(Stammverordnungen) 등은 현행 문언을 전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연결된 맥락에서 또는 개별규율 사항으로 찾아내서 살

124) 동 안내서, 18쪽, 단락번호 13.
125) 동 안내서, 단락번호 14. 법조항을 준비하는 작업에서 - 최초로 규율할 때는 물론이고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 가장 주요한 보조도구는 - 유리스 유한회사의 법학정보 체계이다. 독일에서 유리스(juris)
는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끊임없이 보완하며 관리하고 있다. 유리스 정
보가 질적으로 갖춘 고도의 엄밀성은 연방헌법재판소, 5개 최고법원, 연방법원행정처(Bundesamt fuer
Justiz)와 연방소속 각 주 등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보장되는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요
금만 내면 유리스 유한회사의 정보체계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법조항을 다루는 사람에게 유
리스는 다양한 검색 가능성을 특히 다음 주제에서 제공한다. - 판례(Rechtsprechung) - 법률/명령
(Gesetze/Verordnungen) -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 뿐만 아니라 유리스에서는 참고문헌,
잡지, 사전, 단체협약, 작업도구(Arbeitshilfe), 소식, 언론기사 등도 다룬다. (동 안내서, 단락번호 29) 법
률과 명령에는 모든 과거에 공포된 연방의 법조항이 포함되어 찾는 자리 에이(FNA =
Fundstellenachweis A)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밖에도 연방소속 각 주의 법조항, 유럽연합의 법, 다른 국
가와 체결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이중과세협약 등도 비치되어 있다. (동 안내서, 단락번호 30)

126) 줄기법률(stammgesetz)이라 함은 독자적인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
미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는 개정법률(Aenderungsgesetz)과 구별되
는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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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다. 어떤 규율사항이든 개별적으로 종전 판본의 법률에서 사용한 문
언도 불러낼 수 있다. 각주에는 그밖에도 또한 그때마다 개정된 사항이 게재장
소와 효력발생 시기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범에 관련
된 사항과 여기에서 벗어난 주법 등은 물론 중요한 판례와 문헌 등에 관한 지
시도 붙어있다. 이 사항과 지시는 (링크를 통해서) 직접 불러낼 수 있다. 법률과
법규명령에 붙어있는 부록 내지 별표(Anlagen)도, 표현할 수 있는 한, 문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건화 작업은 연방 법무행정청(Bundesamt fuer
Justiz)이 수행한다.127) 개정에 관한 사항은 공포 이후 가까운 시일에 편입한
다.128)

3. 평가

(1) 행정부의 법령심사가 실현해야 할 목표는 두 가지이다. 법치주의 구현을 위
한 합법성 확보가 첫 번째 목표이다. 법체계적 측면에서 법령의 중복 내지 모순
등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이 목표는
어느 것이나 제대로 실현하려면 법령의 실체법적 측면을 심사하지 않을 수 없
다. 다만 실체법적 측면의 심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합법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심사기준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헌법, 법률, 일반원칙 등으로서 일반적
해석의 심사기준과 다를 바 없다.

127) Stand 2008: Referat I 3, Bundesamt fuer Justiz, Adenaueralle 99 - 103, 53113 Bonn, Internet:
www.bundesjustizamt.de
128) 동 안내서, 22쪽, 단락번호 31. 형벌과 벌금 등에 관한 조항이 부속형법(Nebenstrafrecht)에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또한 작업보조 지침이 있다. 연방소속 주의 법
무행정과 연방 법무부 등의 산하 작업반이 기준요지(Leitsaetze)를 개발하고 이를 1983년 3월 2일자 결
정 이래로 연방참사원의 법사위원회(Rechtsausschuss)와 연방법무부 등에서 기본적인 심사척도로 인정
하였다. 심사척도로는 한편으로 “벌금법에 따른 제재의 필요성 특히 행정강제 조치와 관련된 그 필요성
에 대한 기준요지”(die “Leitsaetze zur Erforderlichkeit bussgeldrechtlicher Sanktionen,
insbesondere im Verhaeltnis zu Massnahmen des Verwaltungszwangs”)를 들 수 있다. 이는 부록
2(Anhang 2)로 붙어있다. 다른 한편에서 심사척도로는 “부속형법(Nebenstrafrecht)의 형벌과 벌금 조항
을 구성하는 데 대한 기준요지”(die “Leitsaetze” zur Ausgestaltung von Straf- und
Bussgeldvorschriften im Nebenstrafrecht”)를 들 수 있다. 이들 기준요지에는 권고사항과 그에 관한
사례가 붙어 있어서 포괄적인 작업보조 지침(Arbeitshilfe)인 “부속형법에서 형벌과 벌금 조항의 구성에
관한 권고”(“Empfehlungen zur Ausgestaltung von Straf- und Bussgeldvorschriften im
Nebenstrafrecht”)의 내용 중 하나로 편입되어 있다. (동 안내서, 24쪽, 단락번호 43)
1999년 7월 16일자 제2차 개정판이 1999년 9월 22일자 연방공보(Bundesanzeiger) 제17a호의 부록으로
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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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부의 유권적 법령해석에서 유권적의 의미는 행정부 내부권한의 위계질
서에 따른 구조적 서열과 그 권한의 부여에 따라 해석의 기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유권적 법령해석은 사법적 해석이 아니라 유권에 방점이 찍힌
행정부 내부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4) 심사대상에는 행정작용의 합법성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대상에는 행정작용의 효율
성 원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담당의 중복과 모순을 피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
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작용의 합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즉 최대의 효율성을 갖
추어 결정하도록 관련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외청이나 특수업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일반적인 영역에서 벗어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즉 연방법무부 내지 연방내무부 등의 일반적 법규감독 권한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IV. 개별 공무원의 법령심사 관련성

행정부의 유권적 법령심사의 기준이나 대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작용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관련문제를 제기해야, 해결의 추진력이
형성된다. 결국 그 주체는 개별 공무원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 공무원에게 관할
사항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부과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
는 방식이라는 각도에서 개별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실현하는 조
치 등에 관하여 연방공무원법의 해당사항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1. 법규범의 위계질서

(1) 심사권한과 배척권한 (Prue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법규범의 위계질서(die Rangordnung der Rechtsnormen)는 오직 실체법적 위
계 문제 내지 효력 문제를 다룰 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법규범이 과연 상위법에 일치하는지 심사할 권한을 누가 가
졌는지(심사권한 Pruefungskompetenz) 그리고 규범 사이에 모순이 드러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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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고

해도

과연

무효라고

Verwerfungskompetenz)

구속력을

그리고

갖춰

특별한

확인할

절차를

수

거쳐

있는지(배척권한
원칙

차원에서

(prinzipaliter) 확인하는지(원칙차원의 배척 Prinzipalverwerfung) 또는 원래
사건과 다른 절차를 거치지만 여하튼 사건에서 확인하는지(사건 차원의 즉 부
수적 배척 Inzidentverwerfung) 등에 관한 내용이 법규범의 위계질서로부터 그
대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절차법상 문제(eine verfahrensrechtliche
Frage)이다.
법규범의 위계질서에서는 오로지 실체법적 결과만 도출할 수 있다. 위계가 낮은
규범이라고 해도 만약 심사권한이 없을 경우라면 상위법에 무엇을 위배했든 관
계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배 여부에 대해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계가 낮은 규범이라고 해도 만약 배척권한이 없을 경우라면
상위법에 무엇을 위배했다고 확인했더라도 무효라고 단순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129)

(2) 행정공무원의 심사권한과 배척권한
행정공무원이 법규범에 관하여 심사권한 내지 배척권한을 보유하는가 하는 문
제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130) 이는 법규범의 종류에 따라 즉 형식적
인 법률의 합헌성이 문제인지 또는 법률하위 법규범 특히 법규명령과 자치규칙
등의 합법률성과 합헌성 문제인지 분리해서 다룬다.

129) Maurer (2006), § 4 Rdn. 52 S. 87 f.
130) Wolff, Hans J./Bachohf, Otto/Stober, Rolf, Verwaltungsrecht I, 10 Aufl., Muenchen 1994, S.
312 ff.에서 행정기관은 법률, 그리고 상급 행정기관의 명령 등이 법적 효력을 가졌는지 심사해야 하며
이를 행정 내부의 규범통제(Verwaltungsinterne Normenkontrolle)라고 부른다고 한다. 행정 내부의 규
범통제 절차는 법원의 규범통제(Gerichtliche Normenkontrolle), 지방자치단체법상 규범통제
(Gemeinderechtliche Normenkontrolle), 추상적 규범통제(abstrakte Normenkontrolle), 헌법소원
(Verfassungsbeschwerde) 등의 절차와 함께 규범의 효력을 심사하는 통제절차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행정내부의 규범통제가 기타 규범통제와 구별되는 기준은 일단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가 행정부 내부의
사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그것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행정기관은 상급 행정기관 특히 규범을 제정한 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게 이의 제기의 방식으로 규범의
하자를 지적해야 한다. 이를 행정기관의 규범심사 권한(Pruefungskompetenz)이라고 부른다. 행정기관의
이의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자신은 이 법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적용의 범위에 한
계를 설정해야 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의 제정권한 자체를 보유한 기관이 그 법규를 헌법 또는 형법 등
에 위배되지 않고 의미 연관이 살아있게 제정하였다는 의미를 유지한다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 56
BBG; § 38 II BRRG의 유추해석; Kopp, DVBl. 1983, 822; Loschelder, in: HdbStR III, § 68 Rdn. 92
ff.) 만약 행정청 자신은 사안에 적용해야 할 규범(법원 Rechtsquelle)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그 규범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라는 명령(Anordnung)이 내려 왔다면, 그 명령은 상급행정청 내지 감독행정청이
그에 따라 수행한 행정작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인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Wolff/Bachof/Stober (1994), S.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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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인 법률
기본법 제100조는131) 재판권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 영역에 - 적어도
직접 -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법 제100조 이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어떤 조항에서도 명문으로 이에 관하여 규율한 바 없다. 모든 국가권력은 법률
과 법에 기속되며 이때 국가권력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포함된다.
대개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문, 제3항 및 제 20조 제3항, 제79조 제3항 등을
헌법상 근거조항으로 든다.132) 학설은 대개(ueberwiegend) 심사권한을 인정하
는 데 그친다. 물론 심사의 강도나 밀도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
공무원이 법률의 위헌성에 관하여 의심이 들거나 부정할 경우 그로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133) 학설은 크게 3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31) 기본법 제100조 (법률의 위헌성) (제1항) 법원이 재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또 지방(支邦)헌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지방의 헌법쟁
송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
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이는 지방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거나 연방법률과 지방법률의
불합치성(不合致性)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헤세, 계희열 역,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528쪽) - 여기에서 지방은 주를, 지방헌법은 주헌법을, 그리고 지방법률은 주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Art. 100 GG (1) Haelt ein Gericht ein Gesetz, auf dessen Gueltigkeit es bei der Entscheidung
ankommt, fuer verfassungswidrig, so ist das Verfahren auszusetzen und, wenn es sich um die
Verletzung der Verfassung eines Landes handelt, die Entscheidung des fuer
Verfassungsstreitigkeiten zustaendigen Gerichtses des Landes, wenn es sich um die Verletzung
dieses Grunfgesetzes handelt,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es einzuholen.
Dies gilt auch, wenn es sich um die Verletzung dieses Grundgesetzes durch Landesrecht oder
um die Unvereinbarkeit eines Landesgesetzes mit einem Bundesgestze handelt.
132) 기본법 제1조 (인간존엄(人間尊嚴)의 보호)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不可侵)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 (제3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
법, 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계희열, 502쪽)
Art. 1 GG (1) Die Wue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ue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기본법 제20조 (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 (제3항)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
과 법에 구속된다. (계희열, 507쪽)
Art 20 GG ...... (3) 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aessige Ordnung,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기본법 제79조 (기본법의 개정) ...... (제3항) 연방을 각 지방(支邦)으로 분할ㆍ편성하는 것, 입법에 있어서
지방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계희열, 위의 책, 520쪽) 연방을 주로 분할한 것, 입법에 주가 원칙적으로 협력하는 것, 또는 기
본법 제1조와 제20조에 원칙을 규정한 것 등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Art 79 GG ...... (3) Eine AEnderung dieses Grundgesetzes, durch welche die Gliederung des
Bundes in Laender, die grundsaetzliche Mitwirkung der Laender bei der Gesetzgebung oder die
in den Artikeln 1 und 20 niedergelegten Grundsaetze beruehrt werden, ist unzulaessig.
133) 정남철, “독일의 행정입법 통제 - 행정부 통제기준, 사법부 통제기준 및 의회 통제기준을 중심으로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 발간등록번호
31-9710172-000598-14), 국회ㆍ유럽헌법학회 (2009.4.13.), 149, 152쪽이 자세하다. 그와 함께
Grill, Normpruefungs- und Norm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JuS 2000, 10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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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
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134)
- 공무원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을 적
용해야만 한다.135)
- 절충설에 따르면 공무원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이 문제를 상급공무원에게 제청해야 하며 상급공무원 역
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제청하여 사안이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
해서 결국 정부가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규범
통제를 청구한다.136)
판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거의 판단한 바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하
다.137)
공무원은 자신이 적용해야 할 법규범의 효력에 관하여 의심이 들 경우 - 아무
리 중요하고 광범위한 법적 문제라고 해도 - 자신의 상급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해명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경우 법에
지정된 방식이다. 그러나 즉시 또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경우 예컨대
어떤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지 또는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지 또는 판매전시회를
허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이 방식은 무력하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
134) A. Arndt, DOEV 1959, 81 ff.
135) Hall, DOEV 1965, 253 ff.; Ossenbuehl, DV 2 (1969), S. 393 ff.; ders. HStR II, § 62 Rdn. 4ö
Schulze-Fielitz, in; Dreier, Grundgesetz, Bd. 2, 1998, § 20 (Rechtsstaat) Rdn. 89.
136) Hoffman, JZ 1961, 193 ff.; Baumeister/Ruthig, JZ 1999, 117 ff.; Stern, Staatsrecht III/2, S.
1347 ff. 이와 같은 절충설의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헌법제정 이후 시기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상급행정청 내지 감독행정청이 의심하는 경우라면, 이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통고해야
한다.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역시 이 법률의 위헌성을 확신할 경우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Wolff/Bachof/Stober (1994), § 28 III 4 참조) 사후에 제거할 수 없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라면,
심사하는
기간
동안
법률의
집행은
중지해야
(Aussetzungskompetenz) 한다. (BVerfG, JZ 1961, 256.)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문제에 관하여
이미 일반적으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법규에 대하여 무
효라고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의심스러운 법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
을 수 있다(제한적 배척권한 beschraenkte Verwerfungskompetenz). (BVerfGE 12, 186 f. 판례평석
v. Menger, VerwArch 52 (1961), 305와 Hoffmann-Riem, DVBl. 1971, 842 ff. 참조) 그러나 그 밖
의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배척권한(eine inzidente Verwerfungskompetenz)을 헌법체계적 평가 때문
에 부정해야 한다. (saOVG, NVwZ 1990, 72; Wolff/Bachof/Stober (1994), S. 313 Rdn. 21. 다른 견
해로는 Kopp, DVBl. 1983, 828; Ossenbuehl, in: HdbStR III, § 64 Rdn. 4; 그밖에도 Pietzcker,
DVBl. 1986, 806 참조.
137) BVerfGE 12, 180, 186 (연방헌법재판소는 어쩌다가 한 번씩 드물게 언급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시
사하는 데 그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며, 공무원에
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라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Bachof, AoeR Bd.
87 (1962), S. 1 (7 ff.); BFinHE 68, 361, 364 f. (부정한다); BadWuerttVGH BVlBW 1987, 420 (원
칙적으로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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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의 갈등을 회피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할 경우인데 이때 공무원은, 어떤 법률이 가능한 한 주의를 기울여 심
사한 후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든지 판단할 수 있었다면,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든지 또는 그에 부응한 결정을 내리든지 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
에 반하는 내용이 기본법 제100조 제1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본법 제100조 제1항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졌다는 데 연
계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추인해야
한다는 유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행정청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는 것이다.

2) 법규명령과 자치규칙
기본법(GG) 제100조 제1항은 결국 의회법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 그 대상
이 형식적 법률에 한정된다. 법규명령과 자치규칙의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영역
에 속하지 아니한다. 행정의 피라미드식 구조와 그에 따른 권한의 한계 설정 등
으로부터 도출되는 기속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 개별 행정공무원이 어떤 법규범을 무시하고 이를 개별사안에 적용하지 않
는 것은 금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38) 이에 대한 반대 논거도 분명하다. 즉
위법한 법규범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 다시 말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 적용
자체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와 다르게 규율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와 반대논거를 벗어나는 대책으로서 행정청은, 자신의 견해에 따
르면 무효일 것인 규범을 그래도 적용해야 할 경우, 그 절차를 중단하고 그 규
범을 제정한 심급기관 또는 그의 감독행정청 등에 연락해야 한다거나, 행정법원
법(VwGO) 제47조에139) 따라 행정법원의 규범통제 절차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
이다.140)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도 그로 말미암아 도저히 지체할 수 없는 사유
138)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만약 법규명령 또는 자치규칙(Rechtsverordnung oder
Satzung)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그보다 상위의 법규명령에 위배된다고 상급행정청 내지 감독행정
청이 확신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상급행정청 내지 감독행정청은 자신이 보유한 감독수단(Aufsichtmittel)
을 행사하여 개입해야 한다. Wolff/Bachof/Stober (1994), S. 313 참조.
139) § 47 VwGO (Normenkontrollverfahren) (1) Das Oberverwaltungsgericht entscheidet im Rahmen
seiner Gerichtsbarkeit auf Antrag ueber die Gueltigkeit 1. von Satzungen, die nach den
Vorschriften des Baugesetzbuchs erlassen worden sind, sowie von Rechtsverordnungen auf
Grund des § 246 Abs. 2 des Baugesetzbuchs, 2. von anderen im Rang unter dem Landesgesetz
stehenden Rechtsvorschriften, sofern das Landesrecht dies besti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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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야 허용된다고 할 뿐이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
이익을 보게 되는 시민 또는 규범을 제정한 심급기관 등은, 어떤 법규범을 (행
정청의 주장에 따르면) 무효라고 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이의를 제
기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어차피 법적 안정성에 흠이 생긴다든지 하는 사태
는 잠정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141)

3) 건설계획(Bebauungsplaene)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영역에서 특히 행정청의 규범배척 권한의 문제로 제기되는
사안 중 건설계획의 경우 현실적으로 긴박한 것이다. 수적으로 건설계획에 관련
된 사안이 단연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142) 연방행정법원(BVerwG)에서는 건설허가 행정청이 건설계
획을 자신이 보기에 위법해서 무효라는 이유로 구체적 절차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허용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판단하지 않은 채 유보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분명
하게 밝혀왔다.
연방행정법원이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건설계획이 무효라는 데 대
하여, 상급 행정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신도, 규범 자체를 다루는 원칙적 방
식으로(prinzipliter)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신의 견해에 따르면 위법이라고 할 건설계획을 연방건축법(BBauG) 제2조 이하
의 조항에 따른 엄격한 형식적 절차를 밟아(im foermlichen Verfahren) 폐기
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한다. 감독행정청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143)

연방행정법원은 먼저 일련의 가능성을 - 비록 너무 일반적이기

140) Maurer (2006), § 4 Rdn. 57 S. 90 f.
141) 그 밖의 견해로는 Kopp, Das Gesetzes- und Verordnungspruefungsrecht der Behoerden, DVBl.
1983, 821 ff.; Pietzcker, Inzidentverwerfung rechtswidriger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durch die Verwaltung, DVBl. 1986, 806 ff.; Schmidt-Assmann, Gefaehrdungen der Rechts- und
Gesetzesbindung der Exekutive, Festschrift fuer Stern, 1997, S. 745, 758 ff.; Wehr, Inzidente
Normverwerfung durch die Exekutive, 1998; Stern, Staatsrecht III/2, S. 1347 ff.; Sachs, StBS §
44 Rdn. 86; Wolff/Bachof/Stober, VerwR § 28 Rdn. 20 ff.; OVG Saarland NVwZ 1990, 172;
1993, 396 (부정한다).
142) Mutius/Hill, Die Behandlung fehlerhafter Bebauungsplaene durch Gemeinde, 1983; Vorhard,
NVwZ 1986, 105 ff.; Jaede, BayVBl. 1988, 5 ff.; Engel, NVwZ 2000, 1258 ff.; Herr,
Behoerdliche Verwerfung von Bebauungsplaenen, 2003. 종래 행정법원은 건설허가 행정청의 배척권
한을 부인해왔는데 이제 뤼네부르크 상급행정법원 OVG Lueneburg NVwZ 2000, 1061에서 이를 긍정
하였다.
143) BVerwGE 75, 142 = DVBl. 1987, 481 - Steiner의 판례평석도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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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 검토한 후 판시한 바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 행정청은 자연보
호 명령을 발령할 때, 구체적 사안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반
하는 위법한 건설계획이라면, 이를 고려하지 않을 권한을 보유한다.”144)
연방보통법원(BGH)도 여전히 소극적이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설허
가 행정청인 공무원이 무효라고 할 건설계획을 적용하였을 경우라도 그가 직무
의무에 위배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며, 그래도 건설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건설계획의 유효성에 반하는 우려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 공무원이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둔다.”145)
건설허가 행정청은 구체적 사안에서 의거해야 할 건설계획을 반드시 심사해야
하며 건설계획에 위법성을 인지한 경우 그에 따라 후속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것은 행정법원법 제47조에 따라 관할 상급행정법원에 규범통제를 청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의무인 것은 아니며 상급행정법원도 규범배척에 관하여 독점
적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건설허가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
에게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건설계획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계기
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우에 따라서 건설허가 행정청은 또
한 그에 상당하는 법규감독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
도기적 또는 중간 수준의 해결방식이라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법적 안정성 원칙 등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간 해결방식
이 어떤 예외도 없이 무조건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상황의
경우, 특히 신속을 요하거나 워낙 명백한 사건의 경우, 행정청은 - 건설계획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 사안 자체에 관하여 결정
할 (예컨대 건설허가를 거부하거나, 건축법(BauGB) 제33조에 따라 결정하거나,
연방건설법(BBauG) 제34조와 제35조 등을 동원하는 등의) 권한을 보유한
다.146)

4) 유럽공동체법
유럽재판소(EuGH)에서는 가입국의 행정청에게, 유럽공동체법에 모순될 경우,
144) BVerfGE 112, 373, 381 f.
145) BGH NVwZ 1987, 168, 169.
146) Maurer (2006), § 4 Rdn. 58 S. 9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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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법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147) 이와 같은 요구는, 공동체법에
대하여 적용의 우위를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에 관한 한, 자동적으로 적용하지
않게(Nichtanwendung) 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조
항이 무효가 되는 것(Nichtigkeit)은 아니라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
면 행정부는 그 범위에 관한 한 심사권을 가질 뿐 배척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148)

5)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Verwaltungsvorschriften

und

Sonderverordnungen)

독일에서 일부 학설은 행정규칙과 특별명령도 행정법의 법원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다.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의 규율이지만 이는 동시에 외부인에게도
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149) 특별명령은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의 특
수한 규율으로서 학설이 개발한 이론의 산물이다.150) 하지만 행정규칙이 진정
한 의미의 법원에 해당되는지 특별명령의 경우 그 자체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151)

2. 연방공무원법상 개별 공무원의 법령심사에 관한 규정

연방공무원법에서는 개별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부딪치는 법령의 위법
여부 문제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가 개별공무
원으로 확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과시하였다.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공무원법152) BBG 제60조 (기본적 의무 Grundpflichten)
(1) 공무원은 어떤 한 개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한다. 공무원
147) EuGH, DVBl. 1990, 689; Wolff/Bachof/Stober (1994), § 17 IV.
148) Streinz, in: HdbStR VII, § 182 Rdn. 64.
149) Maurer (2006), § 24 S. 참조.
150) Maurer (2006), § 8 Rdn. 31 S. 참조.
151) Maurer (2006), S. 80.
152) BBG = Bundesbeamtengesetz vom 5. Februar 2009 (BGBl. I S. 160), getreten gem. Art. 17
Abs. 11 dieses Gesetzes am 12. 2. 2009 in Kraft.

- 113 -

은 자신의 직무를 불편부당하고 정의롭게 수행해야 하며 공무를 집행할 때 일
반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행위에 의하여 기
본법의 의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지지해야 하며 그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
신해야 한다.
(2)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활동할 때, 일반인에 대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공직
의 의무에 대한 배려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온건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연방공무원법 BBG 제61조 (직무의 수행, 태도)
(1) 공무원은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 자신의 직업에 헌신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인수한 공직을 사익을 추구함 없이 최고 수준의 양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공무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자신의 직업에 합당한 존중과 신뢰
를 얻기에 마땅하게, 행위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거나 계속 계발하기 위하여, 직무상
자격관련 조치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62조 복종의무(Folgepflicht)
(1) 공무원은 자신의 상관에게 자문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
명령을 시행하며 상관의 일반적 지침을 준수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 다만 공무
원이 특별한 법률의 조항에 따라 지시에 기속되지 않거나 오직 법률만을 준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은, 조직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제63조 합법성에 대한 책임(Verantwortung fuer die Rechttmaessigkeit)
(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상 행동에 대하여 전 인격적 책임을 진다.
(2) (제1문) 직무명령(dienstliche Anordnungen)의 합법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지체없이 직근 상관에게 이를 주장해야 한다. (제2문) 그런데도 만약
명령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공무원은 여전히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보다 하나 더 높은 직근 상관에게 주장해야
한다. (제3문) 그런데도 명령이 추인되었다면, 공무원은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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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4문) 다만 이는, 부과된 행위가 인
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질서위반에 해당되고, 공
무원에 대한 형벌 가능성 또는 질서위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문) 추인은 요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행해
야 한다.
(3) 지체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상관의 결정을 적시에 받아올 수 없는
경우, 제2항 제3문부터 제5문을 준용한다.

3. 평가

(1) 현장에서 법령을 적용하는 주체인 개별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법치주의 구
현의 책임을 부과하였다.
(2) 법령의 합법성에 관하여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 공무원에게 직근
상급행정청을 거쳐 법령심사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3) 그 절차를 밟아 의심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하튼 일정한 단계의 형식적
절차를 거친다는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
하였다. 개별 공무원에게 행정의 집행이라는 급박한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라
고 요구하면서 법치주의적 심사에 따른 책임은 상급감독행정청으로 이전시킨다
는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법령해석에 관한 법치주의적 심사
문제를 상급행정청 상호간의 협의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4) 법령심사의 문제를 체계적 평가의 절차에 편입하는 원천적인 추진력을 법령
의 실현 즉 실무를 담당한 개별 공무원으로부터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셈
이다.

V. 유권해석

1. 해석방법론상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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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전적 해석도구(Auslegungsmittel = “canones”)에 관해서는 전통적으
로 사비니(Savigny)에 의거하여 설명하여 왔다. 그는 일반적으로 해석수단을 문
법적 해석(Grammatische Auslegung), 역사적 해석(Historische Auslegung),
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 목적적 해석(Teleologische Auslegung) 등의 4개로 나누었다.
독일 학계에서 법률 해석에 관한 고전적 해석도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밖의
해석방법을 개발해 왔다. 헌법합치적 해석(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유럽공동체법

또는

richtlinienkonforme

지침

합치적

Auslegung),

해석(Gemeinschaftsrechts비교법적

oder

해석(Rechtsvergleichende

Auslegung), 유권적 해석(Authentische Auslegung)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이른바 유권적 해석(Authentische Auslegung)은 어떤 문언에 대하
여 작성자 또는 입법자 자신이 해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법적 정의
(Legaldefinition)와 구별해야 한다. 법적 정의는 해석대상인 법률 문언와 동일
한 문언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적 해석은 종래 고전적 해석
기준 중의 하나로 인정되지는 못했다고 해서 중요성이 다른 해석방법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국제법 영역에서는 유권적 해석은 전통적으
로도 상당히 중요한 해석도구로 다루어 왔다. 뿐만 아니라 행정법 영역에서 규
범을 해석하기 위한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 zur Auslegung von
Normen)은 그것이야말로 유권적 해석의 전형적 사례라고 평가되어 왔다. 행정
규칙의 목적과 내용은, 최고행정청이 어떤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또
는 전문적으로 확정하여, 하위 행정기관은 가능한 한 평등원리에 부합되게 동일
한 방식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영역의 종사자
(Bedienstete)는 관할 최고행정청의 지시에 기속된다(Weisungsgebundenheit)
는 방식 즉 유권적 방식을 매개로 규범은 집행되는 것이다.

2. 해석방식의 서열부정

해석방식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해명된 바는 없다. 현재 통설에 따
르면 개별적 해석방식 상호간에 어떤 서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153)
153) Lanrenz/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Studienausgabe, 3. Aufl. 1995, S.

- 116 -

3. 행정청 내부의 위계질서와 권한배분 문제로서 유권해석

유권적 해석에 따르면 행정 영역에서 해당 부문의 최고행정청이 해석주체로서
권위를 가진다. 해당 부문의 최고행정청은 행정규칙을 발급한다. 하위 행정기관
은 상위 행정기관의 지시에 기속된다. 이로써 행정의 해당 부문에서 통일성 있
는 행정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해석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그리고 전면
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 해석방법론에 따르면 유권적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방식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법원은 헌법상 행정에 대하
여 지시에 기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과정으로서 법령심사 문제가 제기될 여
지도 있다. 권한의 명확한 배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획정된다. 그래
야 행정작용의 신속한 집행도 가능하다. 행정각부의 문건 및 서류 분류항목 개
요에서도154)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 내부의 위계질서 및 권
한배분 등에 따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행정부의 유권적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는 관점을 바꾸면 행정부 내부의
권한배분과 위계질서 측면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부에 의한 유권적 법령
해석이 일반적으로 규범해석 원리에 따른 유권해석과 반드시 그대로 일치하기
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VI. 행정부의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관련사항

1. 입법과정 통제와 법령해석 통제

163 ff.; Karl Engisch, Einfuehrung in das jursitsische Denken, 9. Aufl. 1997, S. 98 ff., 104, 121,
Fn. 47; Looschelders/Roth, Juristische Methodik im Prozess der Rechtsanwendung, 1996, S. 192
ff.; Franz Bydlinski,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Rechtsbegriff, 2. Aufl. 1991, S. 553 ff.; 이와
다른 견해로는 Bernd Ruethers, Rechtstheorie, Begriff, Geltung und Anwendung des Rechts, Rdn.
725; Koch/Ruessmann, Juristische Begruendungslehre. Eine Einfuehrung in Grundprobleme der
Rechtswissenschaft, 1982, S. 176 ff.
154) 이는 예컨대 행정각부의 문건정리 개요(Aktenplan)에서도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연방법무부
의 문건정리 개요를 살펴보면 문건분류 항목 자체가 업무의 종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연방각부의
문건분류 항목을 서로 참조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의 경계선이 흐릿한 회색지역에서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도로 상호 유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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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정의 점검
입법과정에서 각종 법률과 법규명령 초안 등에 관하여 법제업무 측면에서 관여
하여 심사한다. 원천적으로 실체적 문제는 실체를 담당한 부에서 취합한 견해의
대립 및 절충 등의 절차를 밟아 입법의 내용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법제
업무적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실체적 측면의 규정이 다른 각부의 그것과 중복
되거나 모순을 일으킬 경우 등의 소극적 방향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공백이 생
길 경우에 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 방향에서 이를 충족시
켜야 한다고 조정하는 일은 짐작컨대 드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규범이 성립
한다.

(2) 법규범 성립 후 입법과정의 문제 재점검
이렇게 성립된 법률과 법규명령을 집행하면서 다시 그리고 또한 해석상의 문제
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다. 법체계상 언제나 발
생하는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입법과정이 철저하면
그 과정에서 관련당사자가 모두 참여하고 관련사항을 모두 점검해서 입법이유
서 및 입법 자체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입법과정의 철저화가 충실할수록 그 후
의 법령해석의 문제는 적게 발생할 것이다. 입법과정과 사후 법령해석 문제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3) 심사밀도의 일반적 약화
입법과정에서도 정책적 결정 등과 같은 실질적 측면은 소관 연방각부에 의하여
또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다.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이차적으로
다른 법규범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등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다시 입법과정을 완료하여 법규범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이미 입법과정
에서 한 번 심사를 거쳐 점검한 기본사항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
로 제기되는 문제 자체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종전보다 작아질 것이다. 일반적으
로 문제 그 자체로는 실체적 측면에서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자적 권한주체와 보충적 해석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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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권한의 일관성 및 통일성 전체
연방각부 장관의 전속적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권한의 범위를 넘어가 사법권한에 속하는 경우 이를 중복적으로 보유할 수
는 없다. 그러나 한 개 사안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규제할 가능성
은 늘 존재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관련법령의 충돌과 공백은 자연스럽기조차
하다고 할 수 있다.

(2) 독자적 행정권한과 자치규칙
일정하게 독자적 활동범위와 독자적 판단권한을 표시하는 법규범이 자치규칙이
다. 상위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에 한정되므로 법규감독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 범위 내에서 사실상 최종적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3) 내부사항으로서 처리 - 행정규칙
소관법률의 연방각부 장관은 관련법령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든 해
석의 일반적 방향을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이들 행정
규칙의 원칙적 상대방은 행정내부에 그친다. 그러나 행정내부에 효력을 미치는
법규(verwaltungsintern geltende Rechtssaetze)로서 특히 재량의 기본적 방향
을 유도하는 행정규칙(재량준칙)의 경우 상급행정청이 하급공무원에 대한 일종
의 법적 통제인 것이다. 환경법 영역이나 기술법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법적 통
제의 사례는 공무원의 결정 및 활동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155)

3. 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다양화

한 나라의 법규범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제도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위계질서 구조로서 이의와 결정을 주고받되 최상위에서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에 가장 크게 대비되는 방식이 가로지르기식 즉 횡행식 쟁점규제
방식이다. 예컨대 환경문제나 보건안전 내지 식품안전 문제 등과 같이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 일정한 기준을 관철시키는 방식이다. 수직식과 수평식을 유효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 효율성과 자연과학적 적
155) § 101 Rdn. 13 S. 8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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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영역에 행정기관과 연구소를 병행시키는 방식도 존재
한다. 법의 통일성을 구현하기 방식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실질적으로 행정
부의 유권적 법령해석이 추구하는 목적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독일에서는 별도로 법령해석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둔 바 없다. 따라서 부문별로
소관법률에 대하여 행정부 영역 내에서 최종적 책임자는 연방각부의 장관이라
고 할 수 있다. 연방각부 사이에 이견이 생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수 일어나는
사태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행정부 내부의 최고 내부규범이라고 할 연방정부 운
영규칙과 연방각부 공동운영규칙 등에서 내각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독일 자체의 전통이 지방분권 국가이다. 역사상 수도급 도시가 70개에 이른다
는 사실과 유럽에서 연방국가라고 부르면 독일을 지칭할 정도인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연방과 주 사이에서 그리고 연방 자체 내와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서 등의 모든 측면과 영역에서 서로 협상하고 절충하는 것이 오히려 각 영역
그리고 각 단계를 구성하는 각 제도의 일상적 모습으로 축적되어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56)
특히 행정규칙이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을 지닌 규범의 역할을 맡아 사실상
법령해석의 공백이나 상호관계를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다. 대개 내부문제는 인
터넷상 인트라 즉 내부전산망을 통해 해결할 것이므로 자료 접근에 유의가 필
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재량준칙의 사례에서 보듯이 내부법과 외부법의 전통적 분
리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사태 자체의 해결에 요구되는 내부적 법
령해석이 사실상 외부적으로 처분의 해결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하
게 원칙만 주장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157) 다시 말해서
과거에 행정의 내부관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고서는
156) 정영환/ 허성일/ 김주/ 이명민,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운영에 대한 연구』,
법제처 -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239-01 (2006. 10.), 178쪽 참조.
157) E. Schmidt-Assmann, Zur Reform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 Reformbedarf und
Reformansaetze -, 11 (42쪽); T.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 im System der
Rechtsquellen, Berlin 2005, 4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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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158) 논리의 흐름에 따르면 이렇
게 행정의 내부관계가 열리면 아예 입법과정 자체에 협력적 주체로서 사인이
또는 민간영역의 집단주체가 관여할 길도 열게 된다. 이 흐름을 유도하고 통제
해야 할 필요 또한 긴급하다고 할 것이다.159)

VII. 결어
행정부가 수행하는 법령의 유권해석의 목적은 행정부 내부의 각 행정주체가 수
행하는 법령해석에 통일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합
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경우 행정부는 내각책임제 아래에서 수상과 행정각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각부가 실체법적 측면에서 행정소송의 주체로 활동하면서 소관법률의
제정, 개정, 해석, 집행 등의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각부 중 연방법무부는
기타 행정각부가 제출하는 각종 법률 및 명령의 초안에 대하여 법형식성과 법
체계적 수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면서 그에 관한 일반적 안내서까지 마련하여
제공한다. 행정각부가 소관법률을 다루면서 기타 행정각부를 포괄하는 일반적
관점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법령에 관한 통일성을 확보하여 행정
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책무를 행정각부로서는 수행할 가능성이 법무부보다 훨
씬 적다는 등의 사실이 그 이유이다.
행정각부는 실체법령에 따라 관할영역의 사안을 업무대상으로 파악하는데, 이를
소관영역 원리라고 부른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는 행정의 일원성 원
리에서 도출되는데, 이는 소관영역 원리와 배치되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다고
실무상 분업원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관영역 원리는 그 자체로만 존
재할 수 없고 오로지 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이른바 부서협력 원리를 도입해
야 비로소 존재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정각부는 예컨대 규범해석 행정규칙,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 등
과 같이 행정규칙으로 법률과 법규명령을 해석 내지 구체화할 수 있다. 이것으
로 부족할 경우 행정각부의 장은 물론 하부 행정담당자도 관련되는 다른 행정

158) K. Lange, Innenrecht und Aussenrecht, in: W. Hoffmann-Riem/E. Schmidt-Assmann/G. F.
Schuppert, Reform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 Grundfragen, Baden-Baden 1993, S.
307 ff.
159) 예컨대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다룬 M. Reicherzer, Authentische Gesetzgebung, Berlin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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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와 협의한다는 수단을 동원해서 법령해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밖에
도 독립된 행정영역을 수임한 각종 위원회 및 외청 등의 경우에도, 적어도 법규
감독의 측면에서 소속 상급기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수준과 범위에서 구속력 있
는 법령해석을 관철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수단
으로 실체법적 권위와 절차법적 신속 등을 획득한다는 일반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행정각부와 협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연방독일공화국 연방법무부의 법령해석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 내부
에서 보조적 권한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과의 관계를 지
닌 외부법이나 그에 관련된 법령에 한정된다.

제4절 일본160)

I. 일본 내각법제국의 설치연혁
내각법제국은 내각이 국회에 제출한 신규법안을 각의결정에 앞서 현행법의 견
지에서 문제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곳으로 ‘행정부에 있어서 법의 번인」이라고
불려진다. 또한 법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의견을 밝히는 곳이기도 한다.
내각법제국은 내각아래에서 법제에 대한 사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그 장은 내각
이 임명하는 내각법제국장관이 있으며, 주무장관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내각법
제국설치법 제7조).
내각법제국은 사무의 성격상 국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널리 알려져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대장성 주계국과 함께 일본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161).
내각법제국 설치는 1867년 유신을 성공시킨 명치정권은 왕정복구를 위하여 제
도정비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때 법제기구설치의 필요성을 느낀 정권은 1873년
160) 일본의 법령유권해석제도에 관하여는 일본 공법 전문가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
보건 교수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은 기초원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161) 일본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성 주계국과 내각법제국이 주요한 임무를 담당한다는 의미
에서 2국 지배라는 말이 있다. 이 2국의 존재가 국회독자의 입법기능을 크게 제약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2국 지배”가 일본의 정치부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지적조차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장성 주계국은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정원 80여명 정도의 내각법제국이 그에 못
지 않은 최강관청이라는 점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박영도, 내각법제국－일본의 Power House－,
법제 2000.9.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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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6년) 5월 2일 칙지로 「태정관직제」를 공포하여 정원(지금의 「내각」에
해당함)에 「법제과」를 두고 그 과장을 태임이상의 관리가 전임 또는 겸임하
도록 하였다. 이것을 이른바 내각법제국설치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그후,
1880년（명치13年）3월3일、법제국 폐지 후 법제부 설치, 1881년（명치14
年）10월21일、참사원에 법제부 설치, 1885년（명치18年）12月22日、내각제
도 창설과 함께、내각총리대신의 관리에 속하는 법제국 창설를 거쳤다. 그 후
1891년부터 1945년까지 2부제 3부제 4부제 등의 구성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변화를 하게 된다. 당시 천황의 대권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칙령으
로 행사되었고, 이 칙령의 입안권과 심사권을 「법제국」의 소관사무로 하고 있
었는 바, 법제국의 권한은 그 크기를 형용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162).
패전후 1949년 6월1일、국가행정조직법시행에 따라 법무청을 법무부로 개조하
여, 법제장관과 법무조사의견장관을 통합하여, 법제의견장관을 설치하였다. 여
기서는 총 4국의 설치하여 법제의견제1국에서 법제의견제4국의 구성으로 되었
다.
1952年 8월1일、법무부를 해체하고 법무성과 법제국을 설치하였고, 1962년 7
월1일에는 법제국을 내각법제국으로 개칭하여 4개의 부로 증설하였다. 명칭은
내각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으로 개칭한 것으로 국회 내에 설치
된 의원법제국과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각이라고 칭하였다.

II. 내각법제국의 설치근거 및 조직

1. 설치근거
내각법제국의 설치근거는 국가행정조직법에 두고 있지 않고, 내각법 제12조제4
항에서 「…내각에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기관을 두고, 내
각의 사무를 보조하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내각법제국설치법을
두고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내각법제국설치
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162) 이유 중의 하나는 칙령은 당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입법의 기본을 이루었기 때문이고, 이 식민지입법
의 주체가 「법제국」이었기 때문이다. 내각법제국의 자세한 변천과정에 관한 국내문헌은 이재학, 일본
내각법제국의 고찰, 97.6. 65면 이하, 박영도, 앞의 글, 9-12면, 일본문헌은 내각법제국백년사편집위원회
(
編)
,“
內閣法制局百年史”
,
內閣法制局,
1985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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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내각법제국에는 내각법제국장관을 정점으로 내각법제차장, 법령심사 및 의견사
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4部163)와 1실(장관총무실)을 두고 있다.

(1) 내각법제국장관과 차장
내각법제국의 수장인 장관은 내각에서 임명되고, 장관은 내각법제국의 사무를
통괄하고, 부내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대하여 총괄한다(동 설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장관은 행정조직상 중앙행정기관의 대신 또는 독립외청의 장관이 아
니므로 대외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이 된다(동 설치법 제7조). 또 내각법제국장
관은 우리나라의 법제처장과 같이 각의(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함) 때
마다 배석(국무회의규정 제8조)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보충설
명을 위하여 각의에 배석하게 하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는 자는 거의 내각법제
국에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차장은 장관을 보좌하며, 아울러 내각법제국의 사무를 정리한다(동 설치법 제5
조제2항).

(2) 제1부(의견부)
내각법제국의 4부는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로 나누어지고, 여기에는 24인
범위내의 참사관이 심사업무를 맡고 있다(동 설치법 제5조제3항 및 동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부는 헌법자료조사실, 참사관, 법령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사무(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보면 됨)
를 시작으로 내외법제 및 국제법제의 조사, 국회법 제74조에 의한 국회의원의
질문서에 대한 심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사연구는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
한 헌법·행정법 등의 판례, 국회에 있어서의 선례 및 정부답변, 학설, 행정실례
등의 수집·정리, 외국법령의 수집·번역등을 내용으로 한다. 외국법제의 조사는
163) 박영도, 앞의 글 12면, 다른 성청과 같이 국이라고 하지 않고 “
부”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내각법제국이 내각법 제12조제4항(
내각관방외 내각에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
한 기구를 두어 내각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내각부내에 설치된 조직으로
서 국가행정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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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각종 문헌등에 의한 연구외에 참사관을 해외에 파견하여 그 운용의 실태
를 파악하게 하고 있다. 조사연구는 사안에 따라 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특별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헌법조사회가 폐지됨에 따라 1964년에는 내각법제국에 설치된 헌법자료조사실
이 제1부에 속하여 헌법조사회보고서의 연구·정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내각
법제국설치법시행령 제1조의 2) 2) 제2부-제4부(심사부)
법령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른바 심사부로 일컬어지고 있다.
제2부는 내각、내각부、법무성、문부과학성、국토교통성、방위성소관법령의 심
사사무를 담당하며, 제3부는 금융청、총무성、외무성、재무성、회계검사원소관
법령 및 조례의 심사사무를 담당한다. 제4부는 공정취인위원회、공해등조정위
원회、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환경성소관법령의 심사사무를 담
당한다.
내각법제국의 참사관은 타 성청의 파견자164) 또는 재판관·검찰관출신의 겸임자
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각 부장은 참사관 가운데서 임명되고 있다(동 설치법 제5
조제5항).

III. 내각법제국의 주요임무

내각법제국설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들면, ①각의에 부의하는 법
률안, 정령안(우리나라 법령체계에서 볼 때, 「대통령령안」에 해당함) 및 조약
안의 심사(동조 제1호), ②법률안 및 정령안의 입안과 내각에의 상신(동조 제2
호)(주석11), ③법률문제에 관하여 내각과 내각총리대신 및 각 성대신에 대한
의견의 진술(동조 제3호), ④내외 및 국제법제에 있어서 그 운용에 관한 조사연
구(동조 제4호), ⑤기타 법제일반에 관한 사항(동조 제5호) 등이다. 이러한 사무
는 크게 법령심사에 관한 사무와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다.

164) 참사관의 파견기간은 일의적인 것은 아니나 법률적·기술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5년정도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속성청으로 복귀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파견제도는
해당성청에서 축적된 전문적지식을 법령심사에 반영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복귀하는 참
사관에 대하여는 내각법제국에서 근무하였던 실적을 해당성청의 인사평정시에 우대하여 주는 관행이 있
다. 이재학, 일본 내각법제국의 고찰, 97.6. 6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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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안 등의 심사

(1) 법률안 심사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각의에 부의되기 전에 내각법제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안 심사가 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좌지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
겠으나, 법률안의 심사는 헌법 및 기타 현행법제와의 관계와 입법내용의 타당성
에 대한 검토는 물론, 입안의 의도가 정확하게 법문에 반영되고 있는지 조문의
배열, 구성이 적당한지 자구나 용어등에 잘못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또한, 법률안의 제명·목차로부터 본칙(本則)·부칙 및 제안이유에 이르
기까지 빠짐없이 검토되고 있다.
법률안의 심사165)는 원래는 해당성청으로부터 각의청의서(국무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문서)를 받은 뒤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
게 되면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의에 부의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심사가 사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기초심사에는 각 성청담당자에 의한 원안설명이 있고, 이에 대하여 질의응답
과 토의를 거치고 난 후 각 성청은 이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원안을 수정·확정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독회라고 하는데 제1독회부터 수회의 독회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독회에는 법률안의 골자, 줄거리에서 구성, 또 구성에서 개
별조문까지 수차검토가 이루어진다. 이 때 담당 참사관은 독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부장 및 다른 참사관의 의견을 듣는등 신중을 기하게
된다.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에 대한 각의결정은, 예산관계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의 국
회제출후 3주이내에, 기타의 법률안은 예산관계법률안의 각의결정기한부터 4주
이내에 각각 의결하여야 한다166).

(2) 정령안 심사
정령(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대통령령에 해당)의 제정·개폐는 법률의 제정·개폐에
165) 임송학,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을 다녀와서, 2007.2. 법제, 147면. 일본의 경우 각 부성
이 마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
여당심사’
를 받아야 한다.즉,각 부성에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여당에 설치된 정무조사심의회 및 부회(
部會)등 심의기관을 통한 심사를 받는 독
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66) 이재학, 앞의 글, 6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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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행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는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의 정령안에 대한 심사는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3월말 이후에 개시된다.
정령안심사의 수순과 방식은 법률안심사의 경우와 같다. 다만 정령안심사에서
중점이 되는 점은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지 즉, 위임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
는 이른바 규정의 타당성에 두고 있다167).

(3) 조약안 심사
내각법제국의 심사대상이 되는 조약안은, 광의의 조약 가운데 일본국헌법 제73
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사전에, 형편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
칠 것을 필요로….」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조약안이
대상이 된다.
조약의 체결권은 내각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다만 당해조약의 체결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하여만 권한을 갖는 것이고, 조약안의 조문에 대하여
는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약의 조문에 대하여 국회가 수정하
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약안심사는 양자간조약과 다자간조약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서명
결정을 위하여 각의에 부의하기 바로 전에, 후자의 경우는 국제회의 등에서 조
약안문안이 확정된후 조약안을 국회에 승인요구하기 위하여 각의에 부의하는
바로 전에 각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68).

(4) 법령안에 대한 주요심사기준
내각법제국에서 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 또는 현행 법제와의 관
계, 입법내용의 법적 타당성, 입안의 의도가 법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
부, 조문의 표현 및 배열 등 구성의 적정성, 용자(用字) 및 용어에 관한 적절한 사
용 여부 등을 주로 검토하며, 특히 입법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실효성 확보 여부, 정당성의 문제(헌법이념, 도덕적․윤리적 관점 등에
서의 타당성 여부, 개인과 사회와의 조화, 권력행사의 공정성, 사회질서의 안정성

167) 이재학, 앞의 글, 65면 이하.
168) 이재학, 앞의 글, 6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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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통일성 및 정합성의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고 있다.169)

2. 의견사무(법령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1)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회답
법령의 유권해석은 권한관계상 법령을 근거로 당해행정을 집행하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각법제국설치법 제3조제3호와 같이 법
률문제에 관하여 각 성대신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든지 관계행정청간에 법령해석
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내각법제국은 각성청의 요구에 따라 당해법률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물론,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은 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적어도 행정부내
에 있어서는 내각법제국의 의견에 따라서 그 해석이 통일되도록 한다. 유권해석
에 관해서도 일본국헌법규정에도 이것을 통일적으로 담당하는 성청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내의 유권해석은 모두 내각법제국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각 성청으로부터의 질의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하지만
이것에 대한 내각법제국의 의견도 문서 또는 구두로 하게 된다. 문서에 의한 질
의에 대한 내각법제국의 문서답변을 법제의견이라 하고, 구두질의에 대한 구두
답변을 구두의견회답이라고 부른다. 패전 후부터는 법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법
제의견의 건수는 감소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가 구두답변이 이루어지고 있
다. 또 구두답변은 통상 담당 참사관이 질의성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제
1부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차장의 자문을 받거나 혹은 장
관까지 결재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2) 법률문제에 대한 국회답변
내각법제국은 국회에 대하여도 법률문제에 대하여 정부답변을 준비하고,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작성·제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69) 임 송 학(법제처 법제지원단장),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을 다녀와서, 법제,2
0
0
7
.
2
.1
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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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부터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제1차
적으로는 관계법률을 담당하는 소관성청이 총리를 보좌할 임무가 있지만 내각
법제국은 내각의 법률고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좌책임은 내각법
제국이 지고 있다. 즉, 내각법제국이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회에 대해 의견을 제
시하는 것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각료의 답변이 법률문제가 된 경우 정부의 통일
된 견해를 정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정부의 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함에 있다170).
이 때문에 내각총리가 출석하는 국회의 각 위원회 등에서 법률문제에 관한 질
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의 내각법제국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이 밖에 법률안
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내각법제국이 직접 답변을 요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IV. 내각법제국의 의견사무를 통한 법령해석

1. 의의
법안심사와 함께 내각법제국의 주요한 기능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의견사무이다.
의견사무는 내각법제국의 제1부에서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
사무는 ⅰ) 내각 및 각 성청을 상대로 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회답과 ⅱ) 국
회를 상대로 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국회답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령해석 요청주체
일반적으로 법령의 해석은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법령을 소관하고 집
행을 담당하고 있는 각 성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각 성
청에서 의심이 있거나 각 성청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각 성청에서 요청하
는 경우 내각법제국이 이에 응하여 그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
다. 이는 내각법제국설치법 제3조 소장사무에 따르면 법률문제에 관한 내각, 내
각총리대신, 각 성대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규정에 따라 내각법제국
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내각을 중심으로 한 각 省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제도상, 내각법제국은 각 성청으로부터의 조회없이 법령의 해석을 제
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예는 거의 없다.
170) 임송학, 앞의 글, 150면.

- 129 -

3. 법령해석방법
내각법제국이 실시하는 유권해석의 방식에 관한 관련 문헌을 찾기는 어렵다. 주
로 내각법제국이 이제까지 국회답변 등을 통해서 헌법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방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 수 있다.
내각법제국국은 “헌법을 시작으로 법령의 해석은 당해법령의 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따라 입안자의 의도나 입안의 배경으로 되는 사회정세등을 고려하고 또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에도 유의하면서
논리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히고 있다171).
우선 내각법제국은 일반적으로 법령해석으로 방법으로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
을 취하고 있다. 이들 개개의 케이스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문리해석은 언어의 관용적인 의미와 문법규칙을 기초로 하여 특히 법률의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법률학자 특유의 용어법에 따라 법문의 의미를 확정해가는 해
석 방법이며, 논리해석은 법문을 통해서 정해진 법률의 정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전체의 구성, 각 규정의 상화관계, 다른 관계 법률, 입
법취지 그 외 입법당시의 해석 등을 자료로 하여 법률의 정신을 추론하는 해석
방법이다.
따라서 “당해법령의 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따라”라는 것은 문리해석을,

“당

해법령의 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따라 입안자의 의도나 입안의 배경으로 되는
사회 정세 등을 고려”하다는 것은 논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에도 유의하
면서”는 국회 등의 토론을 염두해 두고 행정의 일관성유지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의 해석의 정합성도 배려하여 정세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내각법제국이 하는 해석방법은 헌법의 해석방법과 다른 법령의 일반해
석방법과는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서 헌법의 법문상의 특징에 착목하여 다른
법령과는 다른 해석방법이 필요하다는 학설도 있다. 이 학설은 헌법의 규정이
다의적, 일반적, 추상적인 것에 착목하여 조문의 논리적인 해석으로 복수의 다

171) 內閣衆質159第114号（第159回國會衆議院會議錄追錄 平成16年11月19日15-17頁.）같은 견해로 第84
回國會參議院予Z算委員會會議錄第23号 昭和53年4月3日 3頁에 있어서 眞田秀夫內閣法制局長官의 발언、
第134回國會衆議院宗敎法人에 관한 特別委員會議錄第7号 平成7年11月9日21頁에서大出峻郞內閣法制局
長官의 발언이들 견해에는 다소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內閣法制局은 어느쪽이든 같은 취지를 취하고 있
다. 間柴泰治, 內閣法制局による憲法解釋小論, レファレンス, 2008. 2. 77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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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론이 나오는 것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들 해석으로부터 헌법의 기본정
신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가치판단이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학설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점, 국가의 정치와 직결하고 있
다는 점, 헌법의 규정이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간결하고 추상적이라는 점 등 헌
법의 규정고유의 성질에 착목하여 그 해석에 있어 입법자의 의사, 규정의 문언
의 의미, 정확한 논리, 법의 목적, 체계적인 정합성등 많은 요소를 감안하여 종
합적으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 법령의 일반적 해석방법이 타
당하다고 하면서도 헌법규정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목적론적 해석이 주요한 해석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학설의 차이는 규정의 문언에 따른 논리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보이지만, 복수의 가능한 해석이 있으면, 그중 가치판단을 동반한 해석
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에 대해서 내각 법
제국은 헌법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추구이며,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해석은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책적인 복수인 해석 중에서 특정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부분이 앞에서 내각법제국이 밝히는
심사방법 중 “논리적으로 확정된다”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172).

4. 볍령(헌법)해석의 변경
내각법제국은 헌법해석의 변경에 대해서 최고재판소에 의한 판례변경이 제도상
예정되어 있고, 그 전제로서 법 해석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일
반론으로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정부의 헌법해석변경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도 내각법제국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헌
법해석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내각법제국은 해석변경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실정을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내각법제국은 해석변경을 검토함에 있어 최고법규인 헌법의 해석은
행정부가 제시한 해석방법을 떨어져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국회등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되어 정착되고 있는 해석에 대
해서는 정부가 이를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 들고 있다.
172) 間柴泰治, 前揭論文, 77-7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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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로서 내각법제국은 내각이 그 정책실현을 위해
종래의 헌법해석을 편의적,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해석의 권
위를 현저히 추락시키며 나아가 내각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
킬 우려가 있고 또한 헌법규범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든다. 이상에서 내각법제국은 일반론으로서 헌법해석의 변경의 여
지를 인정하는 실제의 해석변경은 극히 예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 내각법제국 법령해석의 구속력
법령의 해석권은 최고재판소의 판결로써 확정된다. 따라서 내각법제국이 제시한
법령해석은 국회나 재판소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헌법해석을 예를 든다면, 행정부의 헌법해석이 확정
되는 과정에서 내각법제국의 헌법해석은 이를 가지고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해
석을 확정하고, 행정부 내의 헌법해석을 확정하는 의미라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
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행정부에 있어서의 결정은 내각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내각법제국의 해석이 채용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러나 내각법제국설치법 제3조 제3호가 내각법제국의 소장사무로서 법
률문제에 관해 내각,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 대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내각법제국의 해석이 행정부에 있어서는
전문적 의견으로서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 제도상 예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내각법제국장관의 공식표명을 정점으로 하는 법제의견이 그
해석을 사실상 결정한다. 내각법제국의 의견은 단순한 참고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내의 통일적인 해석으로서 각 성청을 규율하는 매우 강력
한 구속력을 지닌다. 법제의견은 유권해석으로서 정치나 행정을 좌우하며, 내각
법제국장관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심사보다도 헌법․법률의 해석문제,
특히 그 공식표명이다. 여기서의 의견․해석이 행정부내에서 최고권위를 지닌 최
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률 등의 해석을 결정하며 정치나 행정을
움직이는 규범이 된다.
이상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각법제국의 헌법해
석을 포함한 유권해석이 행정부내에서 존중되는 이유로서 우선 법률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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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내각을 옹호한다는 내각법제국의 역할이 정권운영에 불가결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내각의 정책실현을 법률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업무를 통
해서 보듯이 내각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각
법제국의 헌법해석자체(법령해석)에 대한 강한 신뢰도 들 수 있다. 내각법제국
이 심사한 법률 중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은 것은 2건뿐이며, 또한 법
률상의 의견의 개진은 법률적 양심에 따라 타당하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내각의 정책적 의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면서 무엇이 정부에 있어
유익한가라는 이해의 견지에서 그 무절제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 자세가 그러
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173). 따라서 내각법제국이 정책입안에 있
어서 중시되는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제안이 아니라 명확한 3단논법에 의
하여 논리전개를 하는 것은 그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174).

V. 내각법제국의 법령해석에 대한 평가

내각법제국의 헌법(법령)해석의 행정부 내에서의 기능은 행정부 내의 헌법(법
령)해석의 통일성을 들 수 있다. 즉 행정부내에서는 제1차적인 헌법해석은 각
성청이 하기 때문에 각성청간에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
직으로서 행정부는 당연히 그 의사를 통일하여야 하는바, 행정부의 헌법해석의
방식을 조정하여 이를 통해 행정부 내의 헌법(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 활동의 헌법적합성을 보장하는 것도 내각법제국의 기능이다. 즉 헌
법 제99조는 공무원의 헌법존중옹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대신을 포함
하여 행정부의 구성원도 당연히 이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내각제출법안의
책정이나 정령/성령의 제정, 행정처분 등 행정부가 하는 모든 활동은 헌법에 적
합하도록 요구되며, 내각제출법안이나 정령안이 각성으로 부터의 헌법해석에 관
한 조회에 대해서 회답을 통해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5).
내각법제국이 존재한지 1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각법제국이 일본의 법제
173) 間柴泰治, 前揭論文, 79頁.
174) 박영도, 앞의 글 20면.
175) 間柴泰治, 前揭論文, 7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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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주적 존재, 자신들이 법치국가를 뒷받침한다는 책임감 내지 사명감이 강한
것은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강한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내각법제국의
의견은 한번 결정되면 철회하지 않으며, 그 견해는 이른바 정책유산으로서 답습
되어 진다. 이에 대하여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도 아닌 특정 부처가 제시한
“의견”이 정치나 행정을 지배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시대상황의 변화나 국민의
의식변화에 부응하여 의견의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으나, 정
책을 위하여 자유로이 헌법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내각법제국
의 입장이다176). 국회와 내각 사이에 헌법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회가 가
결 성립시킨 법률을 내각이 집행함에 있어 내각이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해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73조 제1호는 내각이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학설은 법률은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가 합헌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성의 추정을 받으며, 내각이 법률의 내용을 위헌으로 해석하여도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각법제국은 내각의 구성
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위헌이라고 해석하는 법안이 가결 성립한 경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내각은 이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그 신뢰
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내각법제국이 정부의 입장에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과
연 공정성·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라고 보는 점이다. 내각법제국도 관료조직
이고 집권여당의 감독을 받는 점, 또 심사시 정책사항에까지 뛰어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이 여태까지 내놓은 의견도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유권해석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잘못된 입법에 대한 방
패막이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본래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는 행정
청이 관련법령을 토대로 법집행을 하려고 할 때 법문이 애매모호하고 게다가
입법적으로 미해결된 상태가 있을 때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취하는 절차이고,
이 경우 당해법령의 심사자(법령안 입안자를 포함)가 자신이 심사한 것에 잘못
176) 박영도, 앞의 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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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여 해석해 줄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각법제국의 법령해석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를 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성청을 통하여 비로소
발효되고 해당성청도 내각법제국의 해석에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도
불투명 하다. 그렇다면 내각법제국의 법령해석을 반드시 권한 있는 해석이라 볼
수 없고, 단지 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제시함에 족하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의 해
석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면도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
다177).

Ⅶ. 결어: 우리나라와의 비교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매우 비슷한 조직이다. 내각법제국의
장은 장관으로서 총리대신 소속기관이란 점이 우리나라의 법제처장이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점과 동일하다. 내각법제국장관이 내각의 정식 구성원이 아닌 점
도 법제처장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내각법제국이
정부입법 총괄·조정기능, 법령심사 기능, 법령해석기능을 하는 점도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동일하다. 하지만 첫째,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 하
에서의 정부기관인 반면에 법제처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조직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 결과 내각법제국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내각이 가지는 행정권을 대표하
는 최고행정권자인 총리대신 소속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
통령이 아니고 그 명을 받아 행정권을 총괄·조정하는 행정부 내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사실상의 위상이 법제처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행정권은 합의제 기관인 내각에 소속하고, 법률에 의하여 내각의 법률사
무는 내각법제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사실상 내각을 대신하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이 되어
그 권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각법제국은 ‘내각법제국설치법’이란
독립된 단행법률에 근거한 조직인 반면에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하고 있
으므로 독립성이 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내각법제국
은 법률과 정령을 심사하는데 반하여 법제처는 총리령이나 부령까지 심사하여
177) 이재학, 앞의 글, 6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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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사범위가 다소 좁아 행정부 내의 입법통제 기능이 다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내각법제국과 우리나라의 법제처는 다
음과 같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법령해석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모든 법률에 대하여
그 해석을 전담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법제처와 법무부로 해석기관이 이원
화 되어 있다. 그 결과 일본이 법령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통일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고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위상도 더욱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내각법제국설치법 제3
조가 법률문제에 관한 내각, 내각총리대신, 각 성대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내
각을 중심으로 한 각 성청(省廳)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은

법령해석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국회나 국회의원도

법률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질의하는 형태로 내각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 국가로 행정부의 공식견해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국회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위원이 원칙적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법령해석에 대하여 답변하는 경우는 없다.178)
셋째, 법령해석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내각법제국이 법률문제에 대하여 의견
을 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률, 정령이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
고 조약에 대하여도 유권해석을 행한 경우가 사실상 많다. 헌법도 법령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내각법제국은 헌법 해석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의 모든 법규범에 대하여 헌법 합치여부를 해석한다고도 할 수 있
다. 헌법 해석은 내각회의 혹은 국회를 상대로 매우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고 그

178) 간혹 법제처장이 정부위원으로서 질문을 받거나 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
련하여 법률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실무상 법제처장 개인의견으로 해석될 뿐
행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통일적 견해로 보지 않음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인 우리나라에서 법제처장이 만약 정부 전체의 견해를 대표하여 의견
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려면 최소한 국무총리 나아가 대통령과 상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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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내각법제국이 헌법해석을 통하여 사실상 모든 규범에 대하여 추상적 규범통제
와 유사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법령해석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내각법제국은 내각법제국 내부의 관료
에 의하여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법제처는 독립된 합의제 심의기구인 법
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령해석
이 보다 더 독립성이 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법령해석도 실제 법
령해석으 담당하는 참사관이 각 성청이나 재판소·검찰로부터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고 일본 특유의 관료제로 인하여 그 해석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각법제국의 법령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매우 강력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행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다
툼이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내각법제국은 헌법
상 행정권을 가진 내각을 대신하여 법령을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져서 모든 법령에 대
하여 규범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우
리나라 법제처 보다도 일본의 내각법제국의 법령해석이 사실상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법령해석 요청 주체의 확대 가능성

제1절 문제의 제기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의 주체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반 민원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할 수 있
도록 하여 간접적으로만 민원인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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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집행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
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법령을 운영·집행
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장만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었으
므로 중앙부처가 아닌 청이나 위원회 등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1984년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원․부․처
로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법제처 훈령으로 정하였다. 법령해석권은 그 법령
의 집행책임이 있는 각 부처에서 1차적인 법령해석을 하고 각 부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995
년 8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러한 법령해석 절차도 아울
러 규정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앙부처의 장만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고 설령 법제처에 직
접 요청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중앙부청의 장에 의한 법령해석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령소관 중앙부처의 장에 이송할 수 밖에 없어 상충되는 법령해석이
사실상 해결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
해석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1999. 10. 10. 법제업무운용규정이 개정되어 법령해석요청기관의 범위가 중앙
의 각 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까지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두개 이상의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 당해 부처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석요청을 의뢰받은 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해석되었지만
민원인의 불만은 여전하였고 또 법령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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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그 유권해석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심을 표하는 경우도 여전하였다.
2005. 7. 1.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각 ‘부처의 장’만이 아니고 부·처·
청 및 위원회를 포함하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청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두개 이상의 부처의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만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
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직접 당해 법령의 해석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나아가 일반 민원인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터 회신 받은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민
원인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계속하
여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장
만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었고 중앙부처가 아닌 청이나 위원회
등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민원인도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아니 청이나 합의제행정기관
인 위원회에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정되고 민원인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여 주었
다.
하지만 국회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원 나아가 일반 국민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회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기관
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
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부에서 문
제되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
회나 국회의원이 법령에 대한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
여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국가행정기관의 법집행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사법
부인 법원이 가지고 있으며, 행정 내부의 해석은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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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행정부 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기하기 위한 행정
부 내부의 목적을 위한 것인데, 이를 행정부 내부가 아닌 외부 국가기관이 요청
한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불필요하게 행정부와 국회 혹은 국회의
원 사이에 분쟁의 소지만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하여도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지 여부가 다투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법적 구제를 위하
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법적 지위의 불안
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
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법제처에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국회와 국회의
원,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그리고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요청 확대문제를 자세히 살펴본다.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장

I.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ㅇ르 보장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
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
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
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
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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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
관은 제외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 먼저 대통
령을 수반으로하는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입법사무나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국회나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와는 구별된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는 구별된다. 물론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의 행정사무를 일부 담당하지만 지방의 행정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기
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지방행정기관이다. 셋째, 전국을 관할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정된 지역 범위내의 사무를 담당하
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전국을 관할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되어 있거나 지원하는 지원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179)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부(部), 처(處), 청(廳), 합의제행정기관 등이 있다.
첫째, 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귝무회의의 심이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기능별
또는 행정대상별로 나누어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
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
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15개의 부가 있고 대통령의 통할을 받는다(정부조직법 제22조).
둘째, 처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된 기능으로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추진하거나, 종합적으로 일관된 조정·통제가 필요
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다.현재 법제처와 국가보
훈처가 있다.
셋째, 청은 각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규모·중요도 등으로 보아 보조기관인
국으로서는 그 수행이 곤란하고, 구 처리에 있어 어느 정도 독자성이 인정되며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넷째,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함은 행정사무 중에서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설치된 복수의 사람들로 구성
되는 합의기구에서 다수인이 등가치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179) 김철용, 행정법 Ⅱ, 박영사, 2005,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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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통상 행정위원회로 불리고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1인이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독임제행정기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합의제행정기관은 독임제에 비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는 장점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장기화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이라는 단점도 있
다.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설치가능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서
는 설치가 불가능하다.180) 현행법상 행정위원회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공정거
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토지
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 국
세심판소, 법무부 소속의 본부심의회, 국방부 소속의 특별배상심의회 등을 들
수 있다.181)
부,처,청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
닌 합의제행정기관도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을 대표
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부,처, 청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면서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직속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므로
별도의 항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정정보원법 제2조은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
보원은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을 뿐 국무총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할권이 없는 데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국가정보원이 따
라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에 근거하여 행정법령의 해석 및 집행 업무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무총
18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43-44면 참조.
181) 우리나라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가진 행정기관은 합의제행정기관 이외에도 의결기
관과 자문기관이 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만을 가질 뿐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지 못한 기관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도
시계획위원회

등이 있다.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권한

은 물론 의사결정권도 없는 위원회로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위원회가 여기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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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통할권에 속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법령이고 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법
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비록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인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에 있
어서도 국가정보원이 그 고유의 업무인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료·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등을 수
행함에 있어서 법령해석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에서 입법
전문기관인 법제처에게 의뢰하여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을
해결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이미 설명한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외에 부총리 등이
있고 있다. 부총리는 장관을 겸임하므로 당연히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은 자문기관이고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은 보좌
기관으로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라고 하여도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등은

보좌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

II. 감사원

1. 일반론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룰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
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하고 있고, 제98조는 감사원의 구성, 제99조는 감사원의
권한, 제100조는 감사원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
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소속하에 설치
된 기관이다. 제3공화국헌법은 구헌법하에서 직무감찰권을 가졌던 감사위원회

- 143 -

와 회계검사권을 가졌던 심계원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는데, 제4공화국 헌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을 활용하였는바, 제5공화국헌법도 이
를 답습하고 있었다. 현행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면서도 감사원제
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182)
현행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소속하의 헌법상 기관이다(제97조). 감사원은 헌법
체제상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
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
한 존중되는 기관이다.183)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는 회계검사기관이

면서 동시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
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며(제98조 2항), 또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
록 하고(제99조) 있음은 감사원이 행정부에 속하기는 하지만 행정부와는 직무
상, 활동에 있어서 독립기관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184)

2. 인정여부
감사원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을 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소속
되어 있으며 헌법상 독립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행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와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므로 국무총
리의 행정부의 통할·감독권에 근거한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에 구속을 받는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원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야 한다. 무엇보다도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석되고 있어185)
법제업무운영규정의 문리해석상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제업운영규정은 대통령령이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 하에 있

182) 김철수, 헌법학개론, 1482면 이하 참고.

183) 감사원법 제2조.
184) 따라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있기에 감사원을 국회에 직속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있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1041면 참조.)

18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1037면; 김철용, 행정법Ⅱ,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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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법제처는 모든 정부 제출의 법률
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안과 심사에 관여하고 국회의
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 중에서는 가장 입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법제처의 권위와 전문지식을 감사원도 인정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 통일성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실제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법전문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도움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서도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상으로서나 목적해석상으로나 감사원
장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
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
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 하
여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
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견해와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상 독립된
행정기관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설립 당시의 입법취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통할권 외의 기관이
었다고 할 수 있다.18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일반 행정부와는 별개의 독립기구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186) 이성환, 인권법의 과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한국헌법학회 헌법연구, 2000.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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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으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중앙행정기
관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기구로 보아 현행법 해석
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본다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법아래에서 공익
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체계적, 통일적 형성행위로서 성격을 지니어 그 실
질적 성격이 행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권에 관한 여러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운영의 적
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이 필요하고, 그러한 법령해석에 고
관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달성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요청은 국가전체 차원에서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
정부에 소속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련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실무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선례가 있다.187)

Ⅳ.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담당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스스로 의사결
정을 행하고 그 의사결정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책임자를 말하고
전통적 개념에 있어서 행정관청을 의미한다. 부에는 장관, 처에는 처장, 청에는
187)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집 2009(상), 451-4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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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에은 위원장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
로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공무원 지휘감독권, 소속공무원 임면제청권, 인허가 등
각종 행정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의 통할권의 일종으로서 소관법령이나 소관행정업
무를 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독립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
석을 요청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
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거나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기
관인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은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과 과장 등은 독자
적인 권한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188)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
을 지원하는 보좌기관에 지나지 않는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
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장은 독자적인 권한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을 요청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느냐 없음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다. 하지만 특히 민원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여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는 별개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하여는 입법론
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해석의 기준이나 대상 등의 문제는 행정작용의 현장에서 추진력이 형성된
다. 그 주체는 개별 공무원이다. 개별 공무원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부과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각도에서 국가공무원법의
해당사항을 분석하여 법령해석의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여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들인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들

에 의하면 공무원은 어떤 한 개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불편부당하고 정의롭게 수행해야 하며 공무를 집행할
때 일반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행위에 의하
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지지해야 하며 그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치주
188) 정부조직법 제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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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자신의 전 인격을 투여하
여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여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복종의무(Folgepflicht)를 부담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상관에게 자문하
고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명령을 시행하며 상관의 일반적 지침을
준수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 다만 공무원이 특별한 법률의 조항에 따라 지시에
기속되지 않거나 오직 법률만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조직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공무원은 합법성에 대한 책임(Verantwortung fuer die Rechttmaessigkeit)을
부담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상 행동에 대하여 전 인격적 책임을 진다. 직무
명령(dienstliche Anordnungen)의 합법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지체없
이 직근 상관에게 이를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도 만약 명령이 변경되지 않고 그
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공무원은 여전히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한 경우, 그보다 하나 더 높은 직근 상관에게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도 명령

이 추인되었다면, 공무원은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자신의 책임
은 면제된다. 다만 공무원에게 부과된 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질서위반에 해당되고, 공무원에 대한 형벌 가능성 또는 질
서위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직무명령이 그 구속력을 미
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보호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즉 공무원 자신에 부과된 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
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질서위반에 해당되고, 공무원에 대한 형벌
가능성 또는 질서위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제가 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
무원이 직접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론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야만 공무원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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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
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 즉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
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를 집행함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법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고 스스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단체의 설립이 직법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의사에 근거하
며,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공권력의 행사가 인정되고 재정상의
특권이 부여됨과 아울러 국가의 특별한 관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단체의 목
적 을 수행할 의무가 부과되고 사법인과 같이 임의해산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특징이다.

189)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보
통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그 설립목적이 기능이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당해 구역안에 종합적으로 자기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다. 이에 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설립목적과 기능 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재가 보편적이 아닌 예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
다,190)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특별
시, 광역시, 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시,군,구(자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
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광역지방자치단테는 개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를 처리한다.191)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일부 견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특별구(special district)
와 같이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이 보통지방자치
단체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하여 다른 견
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
189) 김철용, 60면.
190) 지방자칩버 제2조 제3항, 제4항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
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살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ㅗ 규정하고 있다.
191)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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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인 시, 군, 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장을 포함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다
소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라고만 하고 달리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
고 있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지방자
치단체조합에 관하여는 다른 법인격 주체가 그 업무를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신할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주체인데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이 이를 대신하기도 곤란하여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라함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다. 특별자치단체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도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중 교육자치
에 관하여서는 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도 지방교육·학예
에 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고 단순히 지방교육자치의 집행기관일
뿐이므로 문리해석상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등
이 교육지방자치 등에 관하여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 법령해석을 누가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특정기관을 지정할 수가 없다. 교육과학부
장관이 될 수도 없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도 없다. 교육의 자주성, 전
문성과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 필
요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지방교육자치의 장이 교육감
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
련된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해석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차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해석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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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의 일차적 관할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법제처의 통일적, 독립적, 전문적 해석권
을 존중하는 규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응 판단된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
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하고 그 회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되
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하여 보
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지역에서 그 지역에 시행되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
하는 행정기관으로 국가적 범위가 아니고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행정권을 가진
다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래의 지위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국가의 보통지방행
정기관으로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한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
처에 하는 법령해석의 요청은 오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만이 아니고 본래의 사무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사무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를 제외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소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192)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주

192)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이므로 국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법
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법령과 무관한 지방자치를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현실에서도 항상 국가 법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가 행하여지고 있
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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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임시적·부
가적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라고 본다
면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차별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신청을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요건이다. 따라서 그 개정이 요구된다.

제4절 민원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4항에서는 민원인이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행정관계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요청을 한 후 그
해석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의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
한 당해 기관의 회신내용과 민원인이 제출한 법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
관의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제처에 법령해
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법의 이 같은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우선적 관할
권한을 존중하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인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
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보장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민원인인 경우에는 법령소관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해석을 먼저 요청한 후 그 해석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소관 행
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법제처의 통일적, 독립적, 전
문적인 법령해석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보장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민원인에게 직접 법령해석을 인정할 경우에는 몇가지 문제점
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결국 민원인의 주관적인 권
리구제수단이 되어 사법적 구제수단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
체의 장에게 그 업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령해석 요청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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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정절차법상의 법령해석 요청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
는 ‘법령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의 요구’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먼저 국민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할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법령해
석 요청, 고충처리, 혹은 민원처리의 일환으로 국민이 법령의 정당한 해석과 그
집행을 요구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현행 행정절차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
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은 해당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
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민원인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직접적인 법령해석요청권을 부여한다면 결국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법령해석을 해당 행정청에 한 후 그 해석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석을 요청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193)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하고 제4호에
서 “법령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
석의 요구”라고 하여 법령에 관한 해석의 요구를 민원사무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대한 질의는 7일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민원사무의 일환으로서의 법령에 대한 질의나 해석의 요구는 민원인이
민원사무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그 특정행위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을
행정기관에 민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민원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5조에 의하
여 처리결과의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법령해석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

193)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은 결국 뒤에서 설명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 상의 민원사무의 내용으로서의 법령해석 요청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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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만약 민원사무로서의 법령해석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소
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결국 민원사무로서의
법령해석의 경우에도 소관 행정기관이 먼저 유권해석을 하고 이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194)
국민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할 경우에 고충처리의 일환으로 국민권
익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해석과 그 집행을 요구한 것과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고충처리의 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되어 정부 내에서는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제
처의 법령해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처

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이 있는데 반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적 구속
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민원인에게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
행법상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입법론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
인가 하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효적인 권리구
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는 입법론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고 본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사법해석이 아니고 행정해
석이기 때문이다. 사법해석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제소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여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해석은 법집행을 체계적, 통일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해석으로 행정부 내부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직접적 목적이 국민
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아니고,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
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
성 있는 법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고 행정부 내부의 기관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도

194) 다만 민원인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허용하는 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거
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의 관계설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론 상으로는 제18조를 준용하여 소관
행정기관에 이의를 하여 기존의 유권해석의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게 한 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소관 행정기관의 권한을 존중하고 책임행정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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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제처라는 행정기관의 목적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
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과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
는 기관이지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과연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
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도 국민의 권리구제가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
려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부의 법령해석에 관한 외국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집
중형 법령해석기관이 없는 국가는 물론 일본의 내각법제국이나 프랑스의 국참
사원과 같이 집중형 법령해석기관이 있는 국가에서도 일반 국민인 민원인에게
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Ⅰ. 일반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이다.(헌법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선거관
리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와 그 위원회를 보조하는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직접 그 구성방법을 정하고 있고, 그 나머지 선
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
별시·광역시·도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시·군에 대응
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읍·면·동마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1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정당사무처리 등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19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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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한다.196)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바와 같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를 선거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로 대
별할 수 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
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므로 선거관리 업무
가 행정부의 집행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선거관리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집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집행과정에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의 특성상 시기의 급박함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하여 불완전한 법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
하는 방법으로 법집행을 보충한다.
또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정당은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정권을 쟁취하려고 한다.
우리 헌법도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의 자유과 복수정당제
를 보장하고 있다(헌법제8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
다.

II. 인정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의 전문 행정기관이다. 헌법 체제상으로 정부
는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장 선거관리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별
개의 국가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통상의 행정기관과는 구별되는 기관
이다.
19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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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상으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통상의 행정부 내부의 유권해
석이기 때문에 통상의 행정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해석 요청권은 인
정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들의 독자
적 권한과 지위에 의하여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실정법
상 근거도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해석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
청할 수없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사무를 국회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

므로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행정부의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국가행정기관의 법집행의 적합성 여부를 심
사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제6절 국회나 국회의원

I. 일반론

법제업무운영규정 상으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나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법령해석 요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행정
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
고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
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안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답변 요구
안 등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질문권과 질의권을 가지고 있다.

1.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의한 법령해석 요구

현행 헌법 제61조는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
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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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법률’
이 있다.
국정감사권이라 함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
는 권한을 말하고, 국정조사권이라 함은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포괄적인 데
대하여, 국정조사는 특정의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한정
적이다.
국정감사·조사의 방법으로는

예비조사,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출석요구, 청

문회의 개최 등이 있다. 먼저 예비조사라 함은 국정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하
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
계인 또는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
인·감정인·참고인들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라 함은 국회의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가
사 또는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판장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말
한다.
국회는 입법의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사·조사할 수 있다. 법률을 제정
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필요한 사항
을 감사·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각급 국가기관의 법령운용실태, 행정입법이나 자
치입법 등의 타당성과 위헌 여부, 조약이나 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위헌·위법 여부 등도 감사·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집행부통제권
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반행정작용에 대하여 그 적
법성은 물론 정당성까지 감사·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
제처에 대하여 법령의 운용실태와 해석내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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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혹은 증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법률이나 명령 등에 대
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에 의한 법령해석 요구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라고 하여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
석·답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상호간에 의사교류를 통하여
국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국회의 행정부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정부위원은 국회의 본회의가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도 이들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과 답변요구를 받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위원이라 함은 국
무총리,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질문에
응하는 정부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의 실장·차장·원·부·처·청의 처장·
차관· 청장· 차장· 실장· 국장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와 과학기술부
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업무량과다를 이유로 이
러한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응답할 정부구성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정부위
원이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
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 본회의가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위원
회도 그 의결로 그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과 답변요구를 받은 국무총
리·국무위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국회의 질문권에는 대정부질문권과 긴급현안질문권이 있다. 대정부질문권이란
국회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
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정부질문은 모두질문을 마친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모두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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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긴급현안질문권이란 국회의원이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
장을 통하여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의 처장은 정부위원이므로 국회에 출석·답변을 하는데 이 경우 법령의 해
석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법령의 해
석에 관한 행정부 내부의 해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나 혹은
법제처장에게 직접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제처장
이 정부위원의 자격에서 답변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하여서는 국회 측의 동의가 없는한 설령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
도 법제처장이 대신 출석·답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법제처장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 혹은 긴급현안질문이란 형식을 통하여 법제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
여야 한다. 법령해석은 법제처의 업무이므로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현황이나 해
석내용에 대하여 법제처장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령해석 현
황이나 내용을 법제처장이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미 존재하는 법령해석이 아니
고 새롭게 법령에 대하여 해석을 질문할 수 있는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물론
국회가 행정부의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
법을 준비하고 국가행정기관의 법집행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간접
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정부를
대표하는 유권해석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그리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법령해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제로 된다. 이 문제는 헌법이나 정
부외의 헌법기관에 의한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3. 국회의원의 질문권 및 질의권에 의한 법령해석 요구
국회의원은 국회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성원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
위를 가지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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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권한 내지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입법활동 및 국정의 비
판·감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결정적으로 국가의사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197)
국회의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회의 회기중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할 권한을 가진다. 또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현안질문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
문할 수 있는데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정부
에 이송해야 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해야 한다. 또한 의원이 회기 중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정부질문이나 긴급현
안 질문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발의자·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의의를 물을 수 있다.
이것을 질문과 구별하여 질의라 한다. 질의는 구두로써 한다.
법제처장은 국회 차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법령해석에 대하여 서면
질문을 받거나 혹은 질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던 해석이 아니고 법령에 대하여 새로이
서면질문하거나 질의한 경우에 답변하는 것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서 법령해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또 이러한 해석이 법제업무운영규

정에서 말하는 법령해석과 동일한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II. 일본의 예

일본에서는 내각법제국이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이것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각료의 답변이 법률문제가 된 경우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정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정부의 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
여서이다. 국회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관계 대신의 답변이 서로 다르거나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요청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안이 법률문제인 경우에는 내각법제국이 관계기관 간의
조정을 도모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내각법제국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통일된 견
해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통상적으로는 내
각총리대신이나 관계 대신이 표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법제국장관이 표
197) 헌재 200. 2. 24. 99헌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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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회에서 법률문제에 대한 질의가 직접 내각총리대신에게 행해지는 경
우가 있는데, 법률문제인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해당 법률의 소관 성청이 내각
총리대신을 보좌할 임무가 있으나, 내각법제국은 내각의 법률고문으로서의 지위
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내각법제국의 장관이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
게 된다.
한편, 내각법제국은 일본의 국회법 제74조에 따른 질문주의서(質問主意書)에
대한 내각의 답변과 관련하여 그 질문이 법률문제에 관계되면 그에 대하여 관
여하게 된다. 즉 내각은 질문주의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는데,
답변서에 관해서는 사무차관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주관 성청으로부터 그 협의
설명 등을 듣고 주로 제1부에서 검토하되, 그것이 입법문제인 때에는 해당 심
사당당 부에서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하며, 문제점 등이 있으면 이를 주관 성청
에 통지하는 등 답변서에 대한 각의 결정에 하자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198)
일본에 있어서 국회나 국회의원은 매우 활발히 내각법제국에 대하여 법령에 대
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헌법에 대한 내각법제국에 대한 해석요청을
헌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 거의 일반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
9조 평화조항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국
회의원들은 내각법제국에 대하여 그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원들은 이러한 내각법제국의 해석을 행정부의 공식 견해로 보아 그 견해를 근
거로 하여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나 국정통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
치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내각법제국에 대한 유권적인 법령해석의 요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III. 인정여부

국회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행
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행정부의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국
198) 임송학, 법제자료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을 다녀와서,법제 2
00
7
.
214
9
-15
1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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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기관의 법집행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
리보호에도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정부에 대한
출석요구권이다.

헌법이 명문으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의견

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무총리·국
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위원은 주된 답변자가 아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주된 답변자이다. 정부위
원인 법제처장은 그 소관사무에 대한 답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답변하
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해임건
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지위
의 법제처가 국회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령해석을 의뢰받아 정부를 대표하여
그 해석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각 정부부서가 소
관사항에 대하여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법령을 소관부서로 규정되어 있는데 행
정부의 특정부서로 단일화 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양한 가치와
사상의 존중이라는 상대주의를 억압하고 획일주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
는 의아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의 실질적 의미가 법아래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공익 달성행위라
고

본다면 행정부 내부에서 어떤 기관이 의문이 있는 법령에 대하여 유권적인

해석을 하여야만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법제처가 국회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령해석을 요청받
도록 할 것이냐 하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법제처의 유권해석 권한은
헌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부여한 행정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위하여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
이 필요한 경우에 법제처로 하여금 행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표명하게 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고 국가기관의 하나인 대통령은 국가권력

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권을 분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
히 특정기관에게 정부를 대표하여 법령을 해석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제처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위임에 의하여 국회나 국회
의원에 대하여 행정내부에서의 효력을 갖는 법령해석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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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나 국회의원의 질문이나 질의는 단순히 법제처장의 개인의견을 구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를 대변하는 공식적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전자라면 이는 법제처장의 개인적 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공식적 법령해석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
을 보좌하여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나아가 국무회의의 심의없이 행정부
의 공식 법령해석 의견을 법제처장이 표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부 내부가 아닌 외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에 대한 행정부의 공식적인 의견표
명은 대통령의 직접 혹은 간접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동의
는 대통령령이나 행정규칙 등 행정입법에 의하여도 가능할 것이므로 대통령령
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이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있다면 허용된다고 본다.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회나 국회의원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법령해석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령
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장이 법령해석 의견을 표명하더라
도 이는 법제처의 공식적 해석이 아니고 법제처장의 개인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법제처가 국회나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법령해석을 하였다
고 하더라고 그 법령해석은 사법부에 대하여는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이에 구
속되지 아니한다. 또 이러한 법령해석은 국회도 구속하지 못한다. 법제처의 해
석은 행정해석으로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내각법제국장관이 일본 참의원이나 민의원에 출석하여 법률이나
정령만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해석의견을 내각의 공식의견으로 개진하고 있으
므로 우리나라도 법제처장이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 법령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
하여 법령해석에 대한 공식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여기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일본은 내각책임제인데 반하여 우리
나라는 대통령책임제라는 사실이다.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내각을 대표하여 그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처장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는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일본은 행정권이 합의제 기구인
내각에 소속하여 그 의견은 누군가 자연인에 의하여 표명되어야 하는데 내각법
제국이 법령해석에 관하여 그 의견을 표명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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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합의제가 아닌 단독제 행정기관인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귀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단일한 의사가 분명하고 대통령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
로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령해석을 할 권한을 특정기관에 부
여할 수도 있다. 법제처가 행정부 내부에서는 법무부 소관사항이 아닌 대부분의
법령에 대하여 행정부 내부에 효력을 미칠 해석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부 외부에 대하여 행정부를 대표할 해석권한이 주어졌는지는 다소 의심스
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부에 의한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와 외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법적 혼란만 초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
하다. 또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행정부의 최종적인 해
석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행정부 내부나 외부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행정해석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무부와 법제처가 행정부 내부에서
의 법령해석에 관하여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에 대하여도 이
륻 기관이 내부와 마찬가지로 해석권한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현대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령해석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통할감독하는 국무총리는 항상 법제처의 중요한 법령해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받아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행정에 대한 통할감
독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회나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국정통제권을 행사하
기 위하여 행정부 내부의 법령해석의 내용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이들에게도 법제처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7절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법령해석의 요청권자를 명문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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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들의 독자적 권한과 지위
에 의하여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으
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
는 4년이다. 광역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역구 시군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마다 선거권자가 각각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선거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 예산 결산, 중요재산취득,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한 기관에
맡기는 기관통합형이 아니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기관대립형 즉 수
장주의형(presidential system)이다.199) 지방자치의 장과 지방의회는 기본적으
로

상호 독립하고 각자의 활동을 존중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지방의회는 엄격히 분립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제
처에 법령해석 요청권한을 준다고 하여도 이는 지방의회 혹은 지방의회 구성원
인 지방의회 의원과는 전혀 별개로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법제처에 법
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규범인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제어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제한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제정에 있어서 혹은 지방자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
정부의 법령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업무
전반이 결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7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원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법령’ 가운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199)김철용, 행정법Ⅱ, 106면 참조.

- 166 -

행정규칙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문제조항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률상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제한이 지방자치
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
다.”라고 하여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200)
지방의회 혹은 지방의회 위원은 물론 민원인 자격에서 법령해석을 소관 정부
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 또 나아가 법제처에 그 해석을 다시 의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소관 정부기관의 장 또는 법제처에
의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은 법
적으로는 민원인과는 다른 자격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민원인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의회나 지방의
회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격을 인정하여야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입법론상으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있어서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는 국회나 국회의원에게 법령해석요청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 또 중앙 정부기관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기관의 장에게만 인정되는데,
지방의회 혹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법령해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
형상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먼저 국회나 국회의원과 비교하는 것은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은 종국적으로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3권으로
나눌 때 입법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권에 속하는 기관이므로 국회나 국
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속
한다. 다른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요청권을 인정하는데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그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
은 일반 행정기관 내의 하위기관과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
200) 헌재 2002.10.31. 2001헌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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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률에 의하여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 역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마찬가지로 그 독
자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지방자
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마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회나 국회의원들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보
다는 오히려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
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방의회나 지방
의회 의원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입법권이 아닌 행정권에서 전래하는 지방자치
행정에 관련된 기관으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달성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제8절 법원

행정법령은 일반 민사나 형사법령에 비하여 행정목적이 공익의 달성이기 때문
에 전문적, 기술적, 체계적합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사회국가, 급구국가 경향이
강하여지고 계획행정, 조성행정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법의 해석
에는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 민사관계나 형사관계에
정통한 일반법관으로서는 이러한 행정법령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법관계를 심리하여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부에 소
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부 내부에서의 해석이나 적용 관행
에 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법제처는 행정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령안을 정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하는 기관이고, 법령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다. 행정소송에서 법령해
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의 전문기관인 법제처에 법원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크다. 특히, 행정소송의 수행을 총괄하는 기관을 법무부로
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법령에 대한 제2차적 해석권을 가지
고 있는 법제처에게 행정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여 법령해석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크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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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정확하게 주장하게 하고, 행정소송의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운영·집행하
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법령해석 요청과는 닥
른 내용의 것이다. 따라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은 거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으로서 법령해석의 현실이나 실태를 법원이 법제처에
문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행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마치 법제처가 마치 추상적 규범
통제의 수단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앞
서서 법제처로 하여금 추상적 규범통제적 성격의 법령심사를 하는 것은 최종적
인 법령해석권을 가진 법원에 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은 단순히 행정부 내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
에서 법령해석의 현실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만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현황을 문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행정부 법령해석에 법원이 전혀 구
속되지 않음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당연하다.

제9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으로 구성되는데 현실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법령심사 내지 법령해석이 중
요한 쟁점으로 된다. 위헌법률심판 자체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문
제로 되어 심판대상이 된 법률의 해석을 전제로 진행된다. 권한쟁의심판 또한
권한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로 권
한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도 법령에 대한 직접헌법
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법령을 대상으로 심판이 진행되므로
법령의 해석이 문제로 된다.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가의 성격이 사회국가, 급
구국가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국가활동이 계획행정, 조성행정 등에 중점을 두는
상황에서 법령의 해석에는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헌법문
제에 정통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문 법령을 해석하는 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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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관계를
심리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정부에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에 대
하여 정부 내부에서의 해석이나 적용관행에 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참
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법령해석에 있어서 정부기관 내의 권한분배에 있어서 소송절차에 관하
여는 법제처가 아닌 법무부를 유권해석기관으로 지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짐
작된다. 하지만 법무부만이 아니라 법제처 역시 정부의 많은 법령에 대하여 제
2차적 유권해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처장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 소관 법령에 대하여는 정부를 대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헌법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의견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하고 절차를 진
행하게 하고 있다. 법적 문제에 대하여 법제처의 관여는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
정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법제처가 정부 내에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와 더
불어 유권해석기관이라는 조항과 상치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령 중 71%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법령이고 행정부 내부에서
그 유권해석은 법제처가 담당하고 있다.201) 헌법재판에 있어서 법령해석이 제
대로 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의 전문기관인 법제처에 헌법재판소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크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
부가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법령에 대한 제2차
적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에게 헌법재판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여 법령해

201) 정준현, 법령해석요청주체 및 법령해석대상 확대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집, 2009. 4. 24. 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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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크다. 이렇게 함으로써 헌법재
판에서 정부의 의견이 정확하게 주장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운영·집행
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법령해석 요청과는
다른 내용의 것이다. 따라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은 거칠 필요가 없
다.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으로서 법령해석의 현실이나 실태를 헌법재판소가
법제처에 문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행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마치 법제처가 마치 추상적 규범
통제의 수단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앞서서
법제처로 하여금 추상적 규범통제적 성격의 법령심사를 하는 것은 최종적인 법
령해석권을 가진 법원에 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행정부 내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
에서 법령해석의 현실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만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현황을 문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행정부 법령해석에 헌법재판소가
전혀 구속되지 않음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당연하다.

제10절 소 결

법령해석 요청의 주체 면에서 보면 현행 법제상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아니고 국회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
의회 의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직접적 목적이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아니고,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
한 것으로서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사법부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측면
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행정부의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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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현행 그리고 이 경우에 법제처가 정부를 대표하여 법령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유권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여 한다.

제5장 법령해석 대상의 확대 가능성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근거한 권한인데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조례, 행정규칙 등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민사·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
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의 경우에는 법무부를 법령해석업무의 관장기관으로
하여 이러한 법령들을 법제처의 유권해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통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
가정보원 등의 소관 법령이나 대통령의 통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헌법기관
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사항으로 대두된다.

제1절 헌법

I. 일반론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헌법이 포함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문리해석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론상으로는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헌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론상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분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기본질
서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역사성, 정치성, 이념성, 추상성, 개방
성 등을 지니어 일반 법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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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법령이라는 점에서 법령해석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정법 해석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조
의 명문규정상 헌법은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같은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의 해석
상으로나 혹은 논리해석 상으로도 헌법은 해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6조 제1항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
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ㆍ상사
ㆍ형사, 행정소송, 국가 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소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헌법은 소관 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 둘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이라고 하여 법률에 대하여서
만 언급하고 헌법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셋째,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하여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 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고 하여 법무부 소
관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업무를 법제처가 소관하는 법령은

단순히

행정관계법령이라고만 하여 헌법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해석상 헌법은
제외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은 모든 법령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최고법이며 모든
국가법령의 통일적 해석과 체계정합적 해석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행
정부 차원에서도 입헌주의 원칙상 법률합치적인 행정만이 아니고 헌법에 합치
하는 행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행정의 실질적 의미가 법아래서 체계적
이고 통일적인 공익 달성행위라고

본다면 행정부 내부에서 특정 기관이 의문

이 있는 헌법내용에 대하여 유권적인 해석을 하여주어야만 체계적이고 통일적
인 행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통일적인 헌법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최고 주권기관인 국가최고기관 상호간의 관계
를 규정하는 법이고 그 유권해석 기관으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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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데 이러한 최고법을 행정부 내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이 해석한다
는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 최고법
인 헌법의 해석권을 행정부의 특정부서로 단일화 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양한 가치와 사상의 존중이라는 상대주의를 억압하고 획일주의를 초
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있을 수도 있다.
입법론적으로 헌법을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법제처의 유권해석 권한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위하여
헌법의 유권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법제처로 하여금 헌법을 유권적으로 해석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고 국가기관의 하나인 대통령
도 국가권력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법령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
연히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제처로 하여금
대통령의 요청이나 위임에 의하여 행정 내부에서의 효력을 갖는 헌법해석의 권
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해석권은 국가최고기
관인 대통령의 권한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법제처의 헌법해석을 대통령이 번복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에서 비롯한 이러한 헌법해석의 내용이 헌법의
구체화로서 헌법의 규범적 해석결과물인 법률과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점이다. 법률을 헌법이 구체화된, 헌법해석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한 정
부는 법률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위
헌법률심판을 제기하거나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물론
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해석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러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위법하게 해석한 기관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지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유권해석이 법제처장의 명의로 되는 경우
에는 만약 그 유권해석이 잘못되는 경우에 행정상의 책임 외에 다른 법적 책임
을 묻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그 해석이 잘못된 경
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권력분립 등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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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크므로 그 해석에 대하여 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해석이 잘못되어 이에 의한 국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탄핵이
나 국회의 해임건의 등 헌법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법제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탄핵이나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것은 법제처장의 법적 지위를 그 권한이나 기능에 비하여 낮
게 책정한데서 말미암는 것이지만 어떻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행정 내부에서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책임이 없는 법제처장이 아닌 헌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국무총리의 명의로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202)203)

II. 헌법해석의 특수성

헌법해석이란 성문헌법규범을 논리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헌법규범의 구
체적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Hesse는 헌법규범의 내용은 해석에 의해 완성
된다고 보면서, 헌법의 해석을 “헌법규범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한다.
헌법해석은 헌법 및 헌법규범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법해석과 상당
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헌법의 사실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은 헌법해석에
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헌법해석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규범
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성·합목적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의 특성에 기초하여 그 헌법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해석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의 정치성·개방성·
이념성·역사성·가치성 등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권력과 자유
의 조화로서의 기술이라는 헌법의 특성에 따라 권력의 수권 통제와 기본권보장
의 원리가 상호 조화되어야 한다.204)

202) 헌법의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영환, 앞의 보고서 참조.
203) 그런데 헌법을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점은 법제처 유권해석의 기속력과
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에 행정적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계
속 검토할 사항이다.
204)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 200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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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방향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욕구
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
다. 그러므로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
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써 정치
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205)

III. 행정부에 의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고 입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의 입
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을 통제한다.

헌법은 모든 법령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최고법이며 모든 국가법령의 통일적 해석과 체계정합적 해석을 위
한 전제가 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구체적 공익달성

행위로서의 행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영역이므로 헌법적 통제의 일차적 대상이었다.

그리

하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을 특별히 규정하
였다. 입헌주의 원칙상 법률합치적인 행정보다도 헌법에 합치하는 행정이 보다
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행정의 실질적 의미가 법아래서 체계적이고 통일
적인 공익 달성행위라고

본다면 행정부 내부에서 특정 기관이 의문이 있는 헌

법내용에 대하여 유권적인 해석을 하여주어야만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통일적인 헌법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입헌주의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공익을 달성
하려고 하면 헌법을 정확한 이해하여 이를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은 행정내부에
서 통일적으로 관철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행정 내부에서 특정기관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해석하고 현실에서 헌법의 이념이 정확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권과의 관계

205) 헌재 1998. 9.8. 88헌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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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상위규범에 합
치하도록 하위 법규범을 해석하는 것이다. 규범의 위계구조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규범이 헌법이므로 모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의 체계통일성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법령의 헌법합치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에 부여하여 국회입법인 법률이나 정부입법인 명령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
정하고, 제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항을 관장한다. 1. 법
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이나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그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
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
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
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
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실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러한 위헌결정은 같은 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헌법률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로만
가지지만 이러한 결정은 위헌법률심판 당사자만이 아니고 법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대세효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재판당사자가 신청한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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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
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
판 즉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에 의한
공권력 행사 즉 법령도 포함하므로 법령의 위헌여부를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학상 법령에 대한 직접적 헌법소원이라고 불리는 헌법소원
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헌법심판소원 당사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과 규칙에 대하여서는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 전원재판부의 전속사항
으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물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질 뿐이고 지방법
원이나 고등법원 등 모든 법원은 자신의 사법권의 행사로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규범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
다.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명령과 규칙에 대한 심사권한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
재 1990.10.15 선고, 89 헌마 178, 법무사법실행규칙위헌소원에서 다음과 같
이 판시하였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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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
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제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이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
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
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체계 아래에서는 법령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은 모

두 사법부에 의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부도 헌법에 대하여 해석을 할 권한 나아가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느냐
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의 사법작용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 공정
하고도 독립된 제3의 전문기관이 당사자의 제소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확

인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국가 작용이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성격에 대
하여는 순수한 사법작용이 아니고 제4종 권력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견해도
헌법재판이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아니한다.207)
헌법재판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헌법이 정치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을 둘러싼 현실적인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에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비록 그 분쟁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도 헌법재판소가 심
판절차를 통하여 헌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면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을 시행하거나 혹은 행정행위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
위가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합헌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 위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헌법해석을 확정짓지 아니하고는 행정부가 어떠한 집행행위나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게 된다.
206) 헌재 1990.10.15. 89헌마178; 2001.11.29 선고, 200 헌마 84.

207)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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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으로 구체적 규범통제나
사후적 규범통제는 인정되지만 추상적 규범통제나 사전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심판제기 요건을 흠결하여 위헌법률심판은 불가능하
다. 또 헌법소원심판도 현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제기요건
을 흠결하여 소원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각하처분을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전
적 규범통제 내지 추상적 규범통제의 필요성을 사실상 충족시켜 주는 대상적
(代償的) 조치가 필요하다.
이 대상적 조치로서 행정부에 의한 헌법의 유권해석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만
약 사전적으로 헌법의 정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또 신속히 집행행위나 행정행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
처는 법령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의 법령해석기
관이므로 헌법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V. 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권 인정여부
헌법재판소나 각급법원 등 사법권과는 달리 사후적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헌법
과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여야 할 행정부는 분쟁의 사후적 해결절차인 사법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리 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 행정의 체계성과 통

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행정과정 속에서 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법령
을 해석하거나 행정행위를 집행하면서도 부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그 행위
들의 헌법합치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부 내에
서 법령해석권한을 가진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제처가 헌법을 유권적으
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헌법해석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또 그 해석에는 법적, 정
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 대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 법제처가 헌법해석권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해석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헌법이 최고법이
고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
지게 됨을 의미한다. 법제처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현실에서 이 또한 책임과 권
한의 비례관계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내각법제국이
행정부를 대표하여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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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만이 아니고 국회에 대하여도 표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므로 인하
여 결국 내각법제국이 일종의 법률이나 정령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일
종의 추상적 규범통제 유사의 권한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본에서는
일본 고유의 관료주의와 이러한 내각법제국의 헌법해석권이 결합하여 사법부에
의한 규범통제가 위축되고 헌법 이념이 현실에 있어서 충실히 실현되는데 상당
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제처 등 특
정국가기관에 헌법해석권을 부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제처에 헌법해석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실정법상 헌법재판소
법 제25조와 제44조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헌법에 대하
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은
“각종 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
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고 하고, 제44조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부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을 가지므
로 법제처는 헌법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문들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들로 구성
되어 있어 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를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하여야 할 뿐, 법무부가 모든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헌법
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법제처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권
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조문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제처장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법제처가 부
수적으로만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해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즉, 독립적인 신청을 받아 헌법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법령을 해석하는 전제로서 법제처 내부에서 부수적으로 헌법해석을
하는 것만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수적 헌법해석은 대
외적으로 행정적 구속력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부수적 헌법해석을 한 결
과로 해석한 법령해석 등은 행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을 적용하
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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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처의 실무에 있어서도 헌법에 대하여는 부수적 해석은 행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
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하면서 헌법 제10조의 의미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부
수적으로 행한 적이 있다.208)
입법론상으로는 행정부 내부에서 헌법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고, 헌법해석
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법제처장을 국무위원으로 한 후에 법제처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헌법에 대한 유
권해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209)
그리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헌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순수한 심판절차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며, 법제처가 법령해석 권한을 가지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가
정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
208) 법제처는 이 사건의

법령해석에서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 헌

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는 익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보장 되
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훼손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 것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결정례)으로 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도록 하
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에 따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
권이 「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 포함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외에 명시
적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 「대한민
국 헌법」 제 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서만 명시적으로 위원
회에 대한 진정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규정과「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법제처, 법령해석사례집 2009(상), 452-453면).
209) 다만 이러한 입법론은 현행과 같이 행정부 법령해석에 있어서 집중형 법령해석제
도를 채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정하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뿐 분산형 법령해
석제도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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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개정이 정부 내에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무부와 법제
처가 함께 병존하고 있는 현실과 논리적으로 조화를 유지시키는 조치이기 때문
이다.

제2절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I. 법률
법률이 법령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없으나 현행 법
률이 아니고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한 폐지된 법률도 대상이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폐지된 법률도 권리의무의 다툼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법령해석은 분쟁해결수단이 아니고 단순이 법령
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 폐지된 법률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본문만이 아니고 부칙도 당
연히 포함된다. 실제 해석 예를 보더라도 부칙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II.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도 당연의 법령해석의 대상이 된다.

법률과 마찬가지

로 현행의 행정입법 만이 아니고 페지된 행정입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제처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이고 법제처의 법령해석권한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권 내지 국정통제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통할
밖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 소관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권을 법제처가
가지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개의 고찰을 요한다.

제3절 국무총리 통할 밖의 국가기관 소관법령

정부조직법 제24조에 의하면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같
은 법 제19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행
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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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및 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I.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으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인가 하는 점에 대
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소
관 법에 대하여210) 법제처가 법령해석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기구로
본다면 현행법 해석상 법제처가 법령해석권을 가진다고 보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은 행정해석으로 대통령의 행정통할권에 근거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는 별개의 국가기관이라고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하여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 소관 법령도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해석이 필요하고 이 경우 이러
한 법령 역시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통일적 해석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법률만이 아니고 헌법에 적합한 행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
다면 이러한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행정부 내에서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법해석의 전문기관이 법제처가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점은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서도 굳이 법제처
의 유권해석이 아니고, 당해법령 소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약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는 별개의 국가기관이라면, 대통령을 수
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우선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체계적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한다는 측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의 차이를 해결할 수밖
210)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법령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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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제처의 실무에 있어서도 법제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하면서 헌법 제10

조의 의미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부수적으로 행한 적이 있다.211)

II.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국정정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
정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에도 법령 소관 행정기관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국가
정보원에 대한 통할권이 없는 데 국가정보원법에 대하여 법제처가 법령해석권
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에 근거하여 행정법령의 해석 및 집행 업무를 통일
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무총리의
통할권에 속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법에 대하여는 법제처가 법령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법령이고 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법제처가 해석할 수 없는 법률 외에 모든 법
률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
회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할·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하
여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이 문제가 되었지만,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이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
야 한다.

III. 감사원법과 규칙

21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집 2009(상), 451-4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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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의 의의 및 헌법상 지위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
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하고 있고, 제98조는 감사원의 구성, 제99조는 감사원의
권한, 제100조는 감사원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
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소속하에 설치된 헌법상 기관이다(제97조).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는 회계검사기관이면서 동시에 감사원은 독립하
여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인 것이다.

2. 감사원 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감사원법 §52).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규명령

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는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 제정권자는 한정적, 열거
적인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한 한계 내에서 입권을 행정기
관에 부여할 수 있다고 보어야 하므로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212)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 헌법은 입헌주의 헌법으로 국회입법의 원
칙을 채택하고 그에 대한 예외가 행정입법이므로 행정입법은 헌법에 명시적으
로 인정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하건대 감사원규칙이 법규명령이기 위해서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
사원규칙제정권은 단지 비법규명령인 행정명령 내지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
는 권한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해야 한다. 만일에 감사원 규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헌법위반임을 면할 수 없다.213)
21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5,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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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처의 감사원법 해석권 인정여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이다. 감사원법 제2조에 의하
면 “①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법에서는 법령 소관
행정기관을 감사원으로 명기하지 있다.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대한 통할·감독권이 없고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 직무의 독
립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감사원법에 대하여 법제처가 법령해석권을 가지는지
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감독권에 근거하여 행정법령의 해석 및 집행 업무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무총리의 통할·감
독권에 속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감사원법에 대하여는 법제처가 법령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
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비록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
는 법령이지만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협의의 행정부만이 아니고 광의의 정
부에 속하는 모든 법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법
제처가 해석할 수 없는 법률 외에 정부에 관한 모든 법률을 법제처가 유권해석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할·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
제처의 법령해석권이 문제가 되었지만, 감사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소속 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이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IV.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소관 법령

1. 일반론

헌법에 의하면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는 별개의
213) 권영성, 헌법학원론, 10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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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이다. 이러한 헌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법령에 대하여 법제처가 법제
처 업무운영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214)
법제처는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헌
법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하여 소관 헌법기관 보다 우월적 권한을 가지는 해석
권한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헌법 법리상 당연하다. 법제처업무운영규
정이 법규가 아니고 단순히 행정부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훈령적 성격만을
가진 것이라면 이러한 행정부 내부의 규정으로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관을
구속한다는 것도 법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다.215)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소관 법령도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해석이 필요하고 이 경우 이러한 법령 역시 행정
부 내부적으로는 통일적 해석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법률만
이 아니고 헌법에 적합한 행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행정부 내에서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법해석의 전문기관이 법제처가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점은 행정부 내부에서의 통일적 행정을 위하여서도 굳이 법제처의 유
권해석이 아니고 행정부 외의 당해법령 소관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되
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와 다른 국가최고기
관과의 사이에서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관여 혹은 그 보조자인
국무총리 등의 관여 없이 직접 문의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이론상 타당한지 의
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법부 등은 사법권한의 속성상 재판절차와는 별개로 단
순한 질의에 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부 내부에
서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체계적 행정을 위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
여 법령의 유권해석을 누군가가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216)

2. 선거관련법

214) 일본에서는 법제국이 다른 국가기관의 해석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의 형식으로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고 한다.(정영환 외, 앞의 보고서 참조)
215) 정부외의 헌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법제업무운영규정상의 유권해
석과는 구별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그 요건도 엄격히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정영환 외, 앞의
보고서 참조)
216) 법제처와 법무부 중 어느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부 내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게 하느냐 하는 점
은 별개의 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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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법무부가 담당하는 법령과 벌칙조항 외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은 법제처가 담당
하므로 선거행정 관계법령의 해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제처가 담당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는 “ ①행정기관이 선
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
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
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부
분은 언급이 없다.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정 등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그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
출하는 것이므로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 법률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의 특색을 감안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217)(이하 ‘선거관
리위원회’라고 한다)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조직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헌법 제114조). 선거관리
위원회는 최고선거관리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구
성된 전국적 조직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와 그 위원회를 보조하는 사
무처 또는 사무국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직접 그 구성방법을 정하고 있고, 그 나머지 선

217)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기능을 ‘정당사무처리’,‘선거 및 국민투표사무장악’,‘정치자금관리․배분’,‘자율
입법권’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982~9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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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
별시·광역시·도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시·군에 대응
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읍·면·동마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218)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례상 대법관이 그 위원장을 맡
는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
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
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
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정당에 가입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이 보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정당사무처리 등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219)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바와 같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를 선거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로 대
별할 수 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
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므로 선거관리 업무

218)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219)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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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부의 집행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선거관리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집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집행과정에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의 특성상 시기의 급박함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하여 불완전한 법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
하는 방법으로 법집행을 보충한다.
또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정당은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정권을 쟁취하려고 한다.
우리 헌법도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의 자유과 복수정당제
를 보장하고 있다(헌법제8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
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1) 선가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의 의의와 법적 근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 후보자의 등록, 투표용지의 작성, 선거
인들의 투표 및 개표, 당선인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를
선거법을 통하여 관리하고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법의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의한 법집행행위가 법적 분쟁이
되어 쟁송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220).
선거관리의 바탕이 되는 선거법의 해석에 대해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선
거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선거법 관련 유권해석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라
는 근거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의 집행을 통하여 선거를 관리하는 주관
기관이고, 선거사무가 성격상 집행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선거법 집행과정에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중앙선거

220) 법적 분쟁의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해석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나 선거업무가 짧은 기간에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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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훈령인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전화․인터넷․방문질의
는 ‘법규운용센터 민원규정’에 각각 소관사무의 범위․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서면에 의한 법규해석요청 중 중앙당대표자,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질의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당대표자 및 시․도단위기관
등의 질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구·시·군 단위 기관
등의 질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처리한다2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해석의 최종기관으로서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운용을 통
제하며, 특히 중요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주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안으로서 선례가 없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선
례가 있으나 그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거나, 선거권‧피선거권 또는 후보자‧당선인
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선례가 없거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
게 한다222).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례가 없거나 법규의 제
정·개정 또는 사정변경에 따라 선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의에 대하
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법규해석을 요청하고, 선례가 있는 경우에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22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해석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해석의 원리에 충실
하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질의배경과 그 이유를 확인하며, 법
규해석의 결과가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기존의 법규해
석을 최대한 존중하되, 법규의 제정·개정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적응성을 유지하
며, 선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례와 행정심판재결례 등을 참고하
며, 각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규해석을 하여야 한다.224)
221)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
222)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223)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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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해석 질의 또는 요청에
관하여 회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신내용을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 등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각 정당 및 유관
기관·단체 등에도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통보받은 회신내용을 시·도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지방자치
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25)

3) 유권해석 처리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유권해석의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사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
다. 제한된 선거기간과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긴박성 등을 감안하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선출직 공무
원 및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의 신속성에 대한 조사결
과를 보면 적정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2.6%이고,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5.3%이므로 87.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226)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서면질의처리 평균소요기간을 선거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도
7.3일, 2008년도 6.0일, 2009년도(2월말 현재) 6.2일로 평균 6.5일이 소요되었
다.

(4) 법제처의 선거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권 인정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사무 등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유권해석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선거법 위반 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하여 처리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 선거관련법령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경우 거절할 근거
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절차의 특성상 10일 안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
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면에서 특화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행위에 따른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24)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3조.
225)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
226) (주) 월드리서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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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과 별개의 행정기관으로서 헌법에 근
거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제처가 선거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권은 가지지 않는
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
위원회 소관 법령도 행정부 내부의 다른 기관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해석이
필요하고 이 경우 이러한 법령 역시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통일적 해석이 요청
된다는 점이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법률만이 아니고 헌법에 적합한 행정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행정부
내에서 선거관련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법해석의 전문기관이 법제
처가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나 선거인이나 피선거인이 요청하는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
회가 하여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처가 불필요한 정치적 분쟁에 관련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행정부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국회규칙

(1) 국회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격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규칙이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가 의사와 내
부규율에 관해서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으로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자율적 권한의 하나이다. 국회의 자율권은
국회가 타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법률 및 국회규칙에 따라 그 의사
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러한 국회의 자
율권에 근거하여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이유는 첫째, 권
력분립을 전제로 하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의회내부의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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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사법권 등 타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이 허용될 수 없고

둘째, 국회로

하여금 그 입법과 국정통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케 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 및
내부사항에 관해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셋째, 원
내에서 다수파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국회운영으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
하여 의회의 자율성에 관한 의사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
다.227)
국회규칙의 법적성격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하나의
견해는 국회규칙을 명령, 특히 국회법의 시행세칙 규정이라고 본다. 즉, 의회가
제정하는 의사규칙은 헌법이나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일 뿐이나
그것이 명령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의 명령, 즉 행정명령과 동일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국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국회법의 시행령이라고 한다. 나머지 견해는
국회규칙을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규칙이라고 본다. 즉「자주적 규정으로
서의 의사규칙」이라는 학설로서 국회의 의사규칙에 대하여 자주적 성격을 강
조하고 있다. 이 설에 의하여 국회규칙의 제정은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일임되
고 있으며, 그것은 명령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한다.228) 하지만 국회규칙
은 자주법 즉 자치규정(Satzung)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권력분립의 원칙 아
래에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의사규칙이 국회규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
서 국회규칙이 비록 국회법으로 말미암아 법령의 위계질서상 명령의 형태에 가
까운 것이지만 그 본질은 자주적 법으로 보아야 한다.

(2) 국회규칙의 내용과 효력범위
헌법 제 64조 1항은 국회규칙의 내용으로 「의사와 내부규율」을 들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국회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
는 외에는 법률이 아니고 의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규칙의 내용의
범위는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이외에도 국회법
에서 의사절차와 내부규율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회의 및 안건 심
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의 내용은 비교
적 구체적ㆍ기술적ㆍ절차적인 사항을 그 내용의 대부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

227) 김철수, 헌법학개론, 1404면 참조.
228) 김철수, 헌법학개론, 14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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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우리나라의 국회규칙의 내용의 범위는 영국이나 독일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협소하다 할 것이다.229)
국회규칙의 효력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법률 보다는 하위의 효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명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여 법률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규칙은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것으로 국회구성원에 대해
서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절차나 그 밖의 원내사항과 관련하
여 국회의 의사진행이나 가택권에 근거하여 제3자이지만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
원이나 정부위원, 방청인,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발휘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국회규칙의 본질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적인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국회규칙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를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회규칙
은 원칙적으로 제정ㆍ개정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국회 내에서
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에 공포될 필요가 없으나 우리 국회는 공포하고
있다. 국회규칙은 폐지 또는 개정되기까지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는 회기불계속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의 개선에 의해서도 효력이 중단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국회규칙도 국회의 자율권보장을 위해 부여된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에 의한 통
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발의된 국회규칙 안에 대한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는바(국회법 제37조 1항 2호), 이러한
심사에 의한 사전적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국회규칙에 대한 개정 등을
통해서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국회규칙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규칙의 법적 성격이나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누어질 것이다. 국회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법률저촉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가 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회 자율권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법원은 국회규칙에 대한
심사를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일반적으로 자제할 것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심판 등에 대해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명문으로 국회규칙에 대한 합헌성심사를 인정하고 있
229) 김철수, 헌법학개론, 14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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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통과 후 시행 전에, 즉 사전에 반드시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230)

(3) 법제처의 국회규칙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 인정여부
국회규칙을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국회가 행정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 내부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행정부 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의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유
권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다투어 질 수 있다.
국회규칙의 경우는 국회의 자율권의 하나로 헌법상 인정된 것이고 또 행정부의
국회규칙에 관한 통일적인 유권해석이 국회의 권한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간
섭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므로 행정부 내부에서 법무부의 유권해석 대상이라는
이유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국회규칙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국회나 기타 다른 국가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는 최종적
해석은 국회에 질의하여 해석상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4. 대법원규칙

(1) 대법원규칙의 의의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
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정된 대법원규칙은 그 내용상 법
규명령에 해당하는 규칙과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 모두를 포함하고 있
230) 김철수, 헌법학개론, 14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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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1)
대법원에게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이유는 첫째, 국회나 행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법규범을 정립할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고 둘째,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원의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전문적이고 기술적
인 사항이므로 재판을 실제로 주재하는 전문 국가기관인 법원에 부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셋째, 사법부 내에서 최고법원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보유하
고 있는 대법원에게 재판의 행정적 측면에 대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법
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법원의 내부규율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
규칙을 제정할 권한의 행사로서 이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송절
차에 관한 사항은 순수히 사법부 내부의 행정적 사항이 아니고 소송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규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될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다. 헌법이 대법
원에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
므로 이는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규칙의 법적 성격이 문제로 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법률과 동위의 효력이 있다는 법률동위설, 대법원규칙이 우위의 효력이
있다는 규칙우위설, 법률이 대법원규칙보다 우위의 효력이 있다는 법률우위설
등이 있는데 헌법 제108조가 명시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우위설이 통설이다.232)
우리 법원조직법은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
조직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 내부의 단순한 행정규칙적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 규정한 사항으로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칙,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대법관회의의 운영, 법원도서관의 조직과

231) 권영성,헌법학원론, 1094면.
232)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조문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규칙우위설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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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판사회의 · 법관인사위원회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연, 판례심
사위원회, 사법연수원의 운영, 대법원장비서실직제, 법원행정처의 기구와 사무
분장,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의 자격과 직무, 법정에서의 방청 · 촬영, 법원직
원의 보수 등을 들 수 있다.233)
대법원규칙의 제정은 법원조직법에 제 조에 의하여 대법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포절차는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결 후
15아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게시함으로서 행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고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규칙도 그 명칭이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제109조 제2항에 의
거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
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234)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헌법재판
소가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대법원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을 인정하였다.

(2) 법제처의 대법원규칙 유권해석 권한 인정여부
이러한 대법원 규칙을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대법원은
행정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 내부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행정부 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기타 다른 국가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경
우에는 최종적 해석은 대법원에 질의하여 해석상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이 좋다
고 본다.
대법원 규칙의 경우 소송관련법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무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233) 권영성, 헌법학원론, 1095면 참조.
234) 다만 대법원이 제정한 대법원규칙을 대법원 스스로 위헌심사한다는 것은 대법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규칙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연적 정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
판소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16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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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헌법재판소규칙

(1) 헌법재판소규칙의 의의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규칙제정권은

첫째, 국회나 행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법규범

을 정립할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인정하고 둘째, 헌법
재판소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헌법
재판을 실제로 주재하는 전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바람직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내부규율이나 사무처리
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국가최고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규칙을 제정할 권한의 행사로서 헌법에 특별
히 명시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은 순
수히 헌법재판소 내부의 행정적 사항이 아니고 심판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의 권
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규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
될 사항이므로 헌법이 이를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
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헌법재판소규칙의 법적 성격이 문제로 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헌
법재판소규칙이 법률과 동위의 효력이 있다는 법률동위설, 헌법재판소규칙이 우
위의 효력이 있다는 규칙우위설, 법률이 헌법재판소규칙보다 우위의 효력이 있
다는 법률우위설 등이 있는데 헌법 제113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우
위설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률에 위반되는 헌법재판소규칙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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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235)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헌법재판관회
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그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시함으로서 공포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
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으로는 헌법재판소장 유고시 대리할 재판관의
순서,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
수, 헌법재판소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헌법소원 지정재판부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조사의 비용, 공탁금 등이 있다.236)
헌법재판소규칙도 그 명칭이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제109조 제2항
에 의거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규칙 그 자
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37)

(2) 법제처의 헌법재판소규칙 해석권 인정여부
헌법재판소 규칙을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 내부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행정부 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의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유
권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다투어 질 수 있다.

행정부 차원에서

도 법률만이 아니고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범에 적합한 행정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
여 행정부 내에서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해석의 전문기관이 법

제처가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점은 헌법재판
235)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조문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규칙 우위설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236) 김철수, 헌법학개론, 1658면.
237) 다만 대법원이 제정한 대법원규칙을 대법원 스스로 위헌심사한다는 것이 자기모순이고 자연적 정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규칙을 심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16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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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행정부 내부에서의 통일적 행정을 위하여서도 굳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아니고 소관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와의 사이에서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관여 혹은 그 보조자인 국무총리 등의 관여
없이 직접 문의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이론상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속성상 재판절차와는 별개로 단순한 질의
에 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체계적 행정을 위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관한 해석의 통일을 기
하기 위하여 법령의 유권해석을 누군가가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렇다면 행정부 내부에서 법전문기관인 법제처가 헌법재판소 규칙에 대
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규칙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사법판단인 재판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재판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뿐이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민원인의 질
의에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또 행정부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부 내부이기는 하지만 통일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간접
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결과
적으로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법제처가 행정내부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령해석을 할
경우는 매우 적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상 소송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 내부에
서도 법제처의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 규칙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무상 어
렵다고 보인다.

V.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Verwaltungsvorschrift)은 행정명령 (Verwaltungsverordnung)이라고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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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권한으로써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
다.238)

또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이나 업무처리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ㆍ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한다.239) 행정규칙의 본질이 행정규칙의 제정권능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이라는 점에 있다는 입장에서 ‘행정조직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
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 정의하는 견
해도 있다.240)또 외부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보다는 행
정규칙의 사인에 대한 구속력의 정도(외부효과의 정도), 그에 관한 사인의 권익
보호의 문제 등을 현행 실정법에 바탕하여 개별적·유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견해도 있다241)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 감독행정청이 조직상의 감
독권에 기하여 소관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이나 재량판단의 구체적
지침 등을 시달하여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이라고 한다.242)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더불어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입법의 한 부분이다.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
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generalle abstrakte Rechtsregel)으로
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243) 이에 반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주체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재

판규범이 되지 않는 행정입법을 의미한다.
법규명령에 반하여 행정규칙은 첫째, 권력의 기초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없고,
둘째 규율의 대상과 범위에서 행정조직 내에서 그의 기관 또는 구성원을 직접

238)
239)
240)
241)
242)

권영성, 헌법학원론, 993면.
김동희, 행정법Ｉ,박영사,2009,152면. 최정일,행정법 Ｉ, 박영사, 2009, 138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2009, 227면.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2009,171면.:김성수,일반행정법,법문사,2008,372면.
原田尙彦, 行政法要論,學陽書房, 2005,38면.

243)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9,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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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범자로 함이 원칙이고, 셋째, 재판규범성의 부인, 넷째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는 징계사유에 불과할 뿐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
다244). 행정규칙 위반은 직접적인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원칙위반, 신
뢰보호원칙위반 등의 결과를 가져와 간접적인 위법이 될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
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관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사
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평등의 원칙
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면서 위 인사관리원칙 제10조
(인사지역 및 근속상한년한)는 조직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교원)의 기본권이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
다.245) 또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사건246)에서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규칙의 종류
행정규칙은 내용에 따라 혹은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
용에 의한 구분으로는 조직규칙,

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규범구체화행정규칙,

간소화 규칙, 법률대위규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직규칙이란 행정기관의 설치, 내부적인 권한 분배 등에 관한 행정규칙(직제,
위임전결규정)을 말한다. 규범해석규칙이란 법규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이나 적
용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다. 재량준칙이란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인
정되는 경우 그 재량권행사의 일반적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란 원자력이나 환경과 같이 고도의 전
문성·기술성을 가지는 법률이 그 전문성·기술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
244)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2008,157~158면.
245) 헌법재판소 1990.9.3.선고 90헌마13.
246) 헌법재판소 2001.5.31.선고99헌마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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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의 결정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
다.247) 간소화규칙은 과세처분을 발하는 것과 같은 대량적 행정행위의 지침을
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대위규칙이란 관계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불충
분한 영역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해지기까지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제·지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을 형식에 의하여 나누어 보면

고시, 예규, 훈령, 지시, 일일명령 등의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시라 함은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다. 예규라 함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
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지시라 함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일일명령이라
함은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이 중에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은 사무관리규칙 및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에서 근무
규칙을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는 행정규칙 형식들이다.248)

247) 1985년 12월19일의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이른바 뷜(Whyl)원자력발전소관

련판결에서 연방내무부장관의 지침인 “배출공기 또는 지표수를 통한 방사성물
질유출에 있어서 방사선노출에 대한 일반적 산정기준”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이라 부르며 대외적 효과(재판규범성)을 인정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1991
년 유럽재판소가 유럽지침의 독일 국내법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4개의 판결을 순차적으로 내린 것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국
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송동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독일
행정규칙이론과 유럽재판소판결을 중심으로-,토지공법연구 제39집, 2008.2, 290면. )독

일법학계는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 학자들은 독일의 기존 이론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일의 전반적인 흐름은 수자원관리법이나 연방임
미시온방지법 등에서 유럽지침의 전환을 법규명령으로 대체하고 있다.(송동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독일 행정규칙이론과 유럽재판소판결을
중심으로-, 300면.) 우리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처리규정을 제정한 경우 이 규정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
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도 있다.( 대법원 1988.3.22.선고87누654. )
248) 근무규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
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 205 -

3. 행정규칙과 법형식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 파악된 개념이지 법형식에 의하여 파악된 개념은 아니
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훈령 등은 법규명령이지 행정규칙으로 볼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도 그 형식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형식의 행
정규칙”과 “훈령(고시)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법원은 수권없이 발령되는 부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
다. 즉,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249)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에 따라 판례와 학설의 논의가 많으므로 행정규
칙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훈령의 형
식의 법규명령사항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사항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므로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훈령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훈
령이 법규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설은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위
헌·무효설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설은 법률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그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외부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규칙설은 행정입

법은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그 예외는 헌법 스스로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만 행
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
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를 말한다. 위헌·무효설은 우리 헌법상
249) 대법원 2006.5.25.선고 2006두30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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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한정적인 것으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헌·무효라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
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 법규성을 인정한250) 이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
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
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251)고 한 이래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25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등 위헌소원사건253)에서 다수
의견은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
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
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
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
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
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
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
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규칙은

250) 대법원 1987.9.29.선고 86누484판결. 동 1996.4.12.선고 95누7727판결.2006.4.27.선고 2004도1078
판결 등
251) 헌법재판소1992.6.26.선고01헌마25.
252) 헌법재판소 2000.7.20.선고99헌마455; 2003.12.28.선고 2001헌마543; 2004.1.29.선고 2001헌마
894; 2004.10.28.선고 99헌바91; 2006.7.27.선고 2004헌마924.
253) 헌법재판소 2004.10.28.선고99헌바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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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
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
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
3호 가목은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위 법률 제10조 제1항ㆍ제2항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
적ㆍ기술적인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불가피
한 사항일 뿐만 아니고, 위 각 법률규정 자체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규
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위 규정
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
였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

서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
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는 집행명령(헌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만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
법사항을 규정하거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
정’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
호, 제2항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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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규적 사항을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
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
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강조하는 바가 모두 일리가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의회
입법의 현실적 한계와 제한된 요건하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
을 감안하면 다수의견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실정법도 위와 같은 현
실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본문은 ‘행정규제법률주의’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254) 개별법으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근거한 불공
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물품수입 등의 고시
등을 들 수 있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형식으
로 규정하게 되면 그러한 규정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판단이 쉽지 아니
하다. 행정의 실제상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같은 제재
적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학설은 법규명령설(형식설)과 행정규칙설(실질설), 수권여부기준설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법규명령설이 다수설이다. 법규명령설은 법규명령은 법제처의 심사 혹은
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령), 입법예고, 공포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애초부터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고유사항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 등
을 들고 있다. 행정규칙설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항상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만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규명령으로 보면 재량통제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점, 법규명령으로 보면
행정의 실제상 구체적 타당성과 탄력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5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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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여부규정설은 법령의 수권에 근거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법규명령이고,
법률의 수권이 없이 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판례는 종래부터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규
칙으로 판시255)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본
다.256) 그러다가 건설교통부령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대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판시하였다257).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논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과 처분기준의 탄력적 운영으로 이해
하는 견해가 있다.

4.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행정규칙의 법규성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작용이 증대
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한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행정규칙 위반을 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규설에는
내부법으로서의 법규설과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설이 있다.
행정법의 수범자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내부법과 외부법이다. 외부법은 법규
범으로서 국가가 한편에 그리고 시민과 기타 법적 주체가 다른 한편에 자리 잡
은 법적 관계를 규율한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행정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외부법이다. 즉 시민과 국가 사이의 법적 관계가 행정법상 주된 논의대상이다.
그에 반하여 내부법의 규율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행정의 조직 자체이다.

내부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청의 업무를 특정한 조항, 공무원법,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공직상 의무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문헌에서는 내부법을 주체내부적인 법(intrapersonales Recht), 외부법을 주체상호간의 법(interpersonales Recht)이라고 부
르기도 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258) 내부법은 행정조직 자체의 문제에 관
255) 대법원 1997.5.30.선고 96누5773판결.
256) 대법원 1997.12.26.선고 97누15418판결.
257) 대법원 2006.6.27. 선고 2003두435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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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외부법은

내부법과는

반대로

법적

주체

(Rechtspersonen) 사이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259)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부인한다. 행정규
제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률보충규칙(법규명령)이 아닌 통상의 행정규칙
에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헌법재판소는 평
등원칙에 근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다.260)

(2) 행정규칙의 법원성(法源性)
법원(法源) 개념을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 파악하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법원(法源)도 아니다. 판례도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
을 취한다. 대법원은 수산업에 관한 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수산청훈령 제434호)
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른바 법규로서
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61)

5.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권 인정여부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이라고 할 정도로 행정규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작용할 때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
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구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법제업무운영규
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의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행정규칙을 법
령해석의 대상으로 하는 실정법상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문언해석상은 법제처
의 법령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소관 행정기관 내부
에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다른 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이를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소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행정규칙에는 이와 같은 순수한 행정규칙 이외에

‘법령의 성질을 가지

는 행정규칙’이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실무상 상당수가 있다. ‘법령의 성질

258)
259)
260)
261)

Peine, Franz-Josep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9. Aufl. 2008, Rdn. 166.
Peine, Franz-Josep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9. Aufl. 2008, Rdn. 49.
헌법재판소 2001.5.31.선고 99헌마413.
대법원 1990.2.17.선고 88재누5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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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라 함은 외관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
칙을 의미한다. 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혹은 부령 등 상위법령의 흠결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보충하여 상위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을 말한다.262)

이들 특수한 행정규칙들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어 당해 행정기관 내부를 벗어나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
기 때문에 그 해석은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나 혹은 다
른 행정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그 통일
적 해석과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필요하고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법전문기관에 의한 유권해석이 요청된다.
결국 각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순수한 행정기
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법령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등은 법규로서의 성질이 가지므로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263)

VI. 조례와 지방자치 단체 규칙

1. 일반론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와

262) 대법원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
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
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
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
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
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263) 이들 법규성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제처가 해석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이 실질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등 법원이나 헌법재
판소가 행정규칙을 실질에 따라 달리 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과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이러한 행정규칙
들에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는 견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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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해석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1차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해석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령이라 함은 국가의 법령을
의미할 뿐이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법령해석 요청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나 규칙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나 기타 조문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
칙을 유권해석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없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이들 자
치법규를 포함한다는 법문상의 근거가 없음은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법규범을 제정할 권한인 자치입법권
을 가진다. 헌법 제117조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
장은 자치입법으로는 조례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은 교육규칙을 자치입법으로 나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인 조
례와 규칙 그리고 교육규칙 등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에 이들이 포
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뉠 수 있다.
헌법 제117조나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치법규도 법령
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치법규가 중앙정부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중앙정부의 법령과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
가 있다.264)또한 자치법규는 상위 법률이나 명령과 함께 규범통일체를 이루어
체계적으로 이해되면서 법규로서 주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면 조례 등의 자치법규도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체계적 집행을 위하여 특정
법전문기관에 의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례 등은 헌법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자치권에 근거
하여 제정된 특정 지역범위 내에서의 자치규범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
치권의 침해가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례 등의 자치법규가

264)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조례 등 정부유권해석의 대상과 그 한계, 2005.10.21, 27면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정부유권해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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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과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 과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중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지방자
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가의 행정적 관여를 개별적·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행정적 관여기관에는 대통령 및 그의 명을 받
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등이 포함되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
계감사와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감사원법 제22조, 제24조) 헌법재판
소는 감사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없이 합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다.265)
국가관여의 방법에는 권력적 관여, 비권력적 관여, 사전적 관여, 사후적 관여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공통
되는 관여수단으로 조언·권고·지도 및 자료제출요구, 재정·기술지원, 시정명령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취소·정지, 재의요구명령(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
항, 지방교육법 제26조제1항),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
교육법 제26조), 승인, 회계검사·직무감찰(감사원법 제22조,24조), 예산·결산보
고의무, 분쟁조정 등이 있다. 자치사무에만 인정되는 관여수단은 보고요구(지방
자치법제171조), 감사(지방자치법 제171조) 가 잇다. 기관위임사무에만 인정되
는 관여수단은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및 필요조치(지방자치법 제170조)가 있
다.
그리고 협의조정기구의 조정(지방자치법제168조)과 행정입법에 의한 관여(헌법
제117조 제1항)와 재결에 의한 관여(행정심판법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등이
있다.

265) 헌법재판소 2008.5.29.선고 2005헌라3. 이에 대해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는 독립성과 자율
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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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법규감독 내지 예산관련 조치 등을 수단으로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중앙정부의 행정각부와 해당업무에 대한 관련성을 강화
시킨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기본적이라고 하지만 법령의 집행
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각부 내지 외청 등 모든 중앙정부의 행정주체와 관련하
여 위에서 논의한 바가 총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언론, 교육 등의 분야 그리고 경제, 복리 분야 등을 살
펴볼 때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법규감독이 무력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경찰제도, 중앙언론의 지역언론 지배, 교육의 지방단위 무력화 등의 현상은
지배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독일의 경우 이들 주요 부문이 모
두 연방이 아니라 주로 넘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중앙에서 모두 지휘한다. 위
와 같은 주요 영역과 비교할 때 나머지 영역 즉 경제와 복리 분야 등은 법령해
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관련성을 더 깊고 넓게
형성하면서 그 영향력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일차적으로 개별영역별로 행정각부 및 외청, 그리고 일반적
으로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법제처와 법무부의 감독 내지 협력
을 구하게 될 것이다.

3. 조례
(1)자치입법권과 조례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법규범을 정립할 수 있
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입법권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성질에 관하여 자주입법설
과 위임입법설이 있으나 위임입법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이다. 조례는 위임조례
와 직권조례로 나눌 수 있다. 위임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를
말하고, 직권조례는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되는 조례를 말한다. 직권조례와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위임조례는 자치조례이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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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전의 통설이었으나
국가의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차이가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

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법률과 유사한 면이 많다. 조례는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
다.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다.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세 자녀 이
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
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조례안과 같은 사무는 “지방
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
법 제9조 제2항 제2호(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266)고 판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내용 중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
항에 관한 조례제정에 법률의 위임을 요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헌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헌이라는 주장267)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합헌이라고 한다268). 즉 대법원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무효확인청구사건269)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
대성에 비추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266) 대법원 2006.10.12.선고 2006추38판결.
267) 서원우,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의 위헌논의와 관련하여, 헌법논총 제
5집,1994, 120~124면.;김남진, 조례제정권의 범위,고시연구,1997.9, 20면.
268)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헌법재판연구 제17권, 헌법재판소, 2006.11.
208~215면.
269) 대법원 1995.5.12.선고 94추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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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법률의
위임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헌
법재판소도 합헌설의 입장에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
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조례270)라고 판시하였다.
위헌설의 입장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헌법 제40조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의해 직접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입법권이므로 조례는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규
정되는 행정입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271)가 있다. 그리고
법치국가적 요청인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법률과 조례가 큰
차이가 없고, 권력분립적인 측면에서도 입법권의 분화가 바람직하고, 민주적 정
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에도 조례가 법률에 빠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은 법령의 상위법령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
지만 조례가 자치법규인 점에 비추어 자치권보장을 위해 법률우위의 원칙을 완
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272) 특히 문제되는 것은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엄격한 법
률선점론(국법선점론)과 완화된 법률(국법)선점론 및 양립가능성론 등이 있다.
완화된 법률선점론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해규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법령이 정한 사항이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양립가능성론은
조례의 법령에 대한 위반여부는 조례의 규정이 당해 법령의 규정과 양립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는 견해273)이다. 대법원은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
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사건274)에서 국가법령이 조례로 지역의 실
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서 구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

270) 헌법재판소 1995.4.20.선고 92헌마264•279결정.
271) 이기우/하승수,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2007,321~324면.;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9, 108~109
면.
27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9, 165면.
273) 박균성, 행정법론(하), 167면.
274) 대법원 1997.4.25.선고 96추2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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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와 모순·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조례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조례에 의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한의 위법여부, 추가조례, 규율목적이 상이한 조
례, 초과조례를

들 수 있다. 초과조례는 법령과 조례가 동일한 사항을 동일한

규율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보다 강화되
거나 보다 약화된 기준을 정한 조례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문
제가 제기되고 이에는 침익초과조례와 수익초과조례가 있다. 대법원은 차고지확
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그 내용이 자동차 등록
기준 및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판
시하였다.275)

4. 규칙과 교육규칙

(1) 의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말한다. 규칙은 조례와 같이 자치입법이지만
그 성질은 조례와 달리 행정입법과 같다. 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사항을 정하는 것도 있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것도 있다. 위임
규칙과 직권규칙으로 나눈다.
교육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인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교육자치입법이다.
규칙이 지방자치 사무 전반에 관하여 제정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
는 반면에 교육규칙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하여서만 한정된 범
위 내에서만 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규칙과 교육규칙 사이에는
상호간에 우열관계는 없다.

(2)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규칙이나 교육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할 수 없고,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
275) 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5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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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독일에서의 국가감독에 관한 논의

(1) 자치와 국가감독
자치행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가 국가감독이다.276) 이는 독일연방공화
국 헌법질서의 법률기속 원칙과 의회주의 체계 등으로부터 도출된다. 지방자치
영역은 물론이고 (예컨대 경제행정법상 각종 협회, 사회보험 주체 등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자치영역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277) 이들의 내재적 의미에
따르면 자치에는 국가감독이 포함되어 있다.278) 국가감독은 지방자치가 수행하
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법규감독 또는 직무감독(Rechts- oder Fachaufsicht)으
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규감독으로 합법성을, 직무감독
으로는 합법성의 범위를 넘어 합목적성까지 평가한다.279) 그밖에도 예방적 감
독수단으로서 특히 승인유보(Genehmigungsvorbehalte) 등을 또한 구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독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자면 권한부여적 근거가 있어야 한
다. 하지만 그와 같이 명시적인 수권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라도 감독행정청
(Aufsichtsbehoerde)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규위배(Rechtsverstoss)를 범하
든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280) 이에 대하여 판례나 문헌은 지나치
게 넓게 설정된 문언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판례를 살펴
276) 예컨대 노르트라인주 헌법 NWLVerf 제78조 제4항, 바이에른주 헌법 BayVerf 제83조 제4항 제2문
참조.
277) Waldhoff, Christian, Kommunalaufsichtliche Durchsetzung vermeintlicher Zahlungsansprueche,
JuS 2008, 453 (453).
278) NWVerfGH, OVGE 9, 74 (83); BVerfGE 78, 331 (341) = NJW 1989, 25 = NVwZ 1989, 45.
279) Burgi, Kommunalrecht, 2006, § 8 Rdn. 32 ff.
280) § 123 NWGO (Anordnungsrecht und Ersatzvornahme) (1) Erfuellt die Gemeinde die ihr kraft
Gesetzes obliegenden Pflichten oder Aufgaben nicht, so kann die Aufsichtsbehoerde anordnen,
dass sie innerhalb einer bestimmten Frist das Erforderliche veranlasst. (2) Kommt die Gemeinde
der Anordnung der Aufsichtsbehoerde nicht innerhalb der bestimmten Frist nach, so kann die
Aufsichtsbehoerde die Anordnung an Stelle und auf Kosten der Gemeinde selbst durchfuehren
oder die Durchfuehrung einem anderen uebertrag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 제123조 (명령권과 대집행)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자
신에게 부여된 의무 또는 사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기간 내
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행정청의 명령을 특정한 기
간 내에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행정청은 그 명령을 지방자치단체 대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으로 자신이 또는 이행하거나 다른 이가 이행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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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조치는 오로지 공공의 복리라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
우에만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인인 제삼자의 이익에만 기여하는
감독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281)

(2) 자치규칙 제정권한의 이론적 근거와 국가감독
자치규칙 제정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헌법 차원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이
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치규칙 제정권(Satzungsgewalt)이야말로 자치주체의 원천적인 권리라는 종래
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국가의 법과

상관없이 그러므로 국가헌법과 상관없이

발생한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고유권 이론(die Originaritaetslehre)의 뿌리
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말경에 이르러 오토 폰 기이르케의 조
합이론(die Genossenschaftstheorie Otto von Gierkes)에서 확립되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 단체이든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다른 학자도 이 견해에 가담하면서
단체가 제정한 자치규칙을 원천적인 그러므로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법원
(Rechtsquelle: 法源)으로 인정하면서, 국가의 법제정에 속하지만 특수한 형태
의 것인 명령(Verordnung)과는 다르다고 자치규칙을 구별하였다.282)
자치규칙 제정권자가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것을 고유권 이론에 따르면서 인정
하려면 그 전제로서, 국가법에 근거를 지닌 기본권 효력청구권이 자치규칙 제정
권한의 비국가법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승인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기본

281) 이는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에서 이미 사인의 권리행사를 민사소송 절차에 맡기지 않고 행정청의 지
방자치단체 감독조치로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OVG Muenster, DVBl
1963, 862).
“본 재판부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성격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리고 재정적 성격의 청구권 서류번호를 확보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
하였을 경우, 이는 지방자치 감독권의 의미와 목적에 모순을 일으킨 것이다. 지방자치 감독권은 행정작
용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국가의 행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제대로 수행하라고 이 권한을 부여하여 보장하였다. 이로써 행정행위의 발령, 공법상 계약의 체결, 자치
규칙 즉 조례의 제정 등의 유형으로 확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전적인’ 행정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
이 제정된 것이다. 이들 영역에서 지방자치 감독권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 시민이 위법한 방식으로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직접은 아니지만 제삼자가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특히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만으로는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데 있다”(VG
Gelsenkirchen, Urteil vom 19. 10. 2007 - 15 K 579/04 (nicht rechtskraeftig), Jus 2008, 453 f.)
282) 예컨대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 Aufl. (1928), S. 80; Preuss,
Gemeinde, Staat, Reich als Gebietskoerperschaften, 1889, S. 174 ff., 206, 223; dens., Das
staedtische Amtsrecht in Preussen, 1902, S. 117 ff., 134, 151 ff.; Rosin, Das Recht der
oeffentlichen Genossenschaft, 1886, S. 187 f.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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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 제3항의 “입법”이라는 용어에

오직 국가의 입법활동만을 포섭한다는

전제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283) 따라서 “원천적으로 내지 고유하게” 자치적 성
격을 지닌 조직체가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추론은 어떤 경우이든 기본법 제1조
제3항에서 직접 도출될 수 없다. 기본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의 위임은 자치규칙
이라는 자치영역에서도 사적 자치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상대화될 수밖에 없
다.284)
이에 반하여 전래권 내지 위임성 이론(die Delegationstheorie)에서는 자치적
조직체의 자치규칙 제정권력은 - (기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행정부의 명령
권(das Verordnungsrecht der Exekutive)과 마찬가지로 - 국가의 입법권력으
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인정한다.285)
전래권 내지 위임성 이론에 따르면 기본권 기속은 국가의 권한이전 행위 그 자
체로부터(aus dem staatlichen UEbertragungsakt) 도출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제정자 즉 입법자도 기본권에 기속되므로, 자치권한 주체의 경우, 자
신의 공법적 법제정권력이 국가로부터 도출된다면 그때 비로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권한 주체 역시 기본권에 기속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
면 자치권한을 부여한다는 수단으로써 고권적 작용의 기본권 기속을 무의미하
게 공동화할 가능성을 입법자 손에 맡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286)
자치규칙의

법적

성질을

(Rechtsquelle)이라는

규명하면서

전래권설을

이는

채택하고

국가로부터
나면,

도출된

결과적으로

법원

자치규칙

(Satzung)은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에 상당히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통설에 따르면, 그렇게 유사하더라도 법규명령에 관한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척도를287) 그대로 자율적인 자치규칙 권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정해야
283) 기본법 제1조 (인간존엄의 보호)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
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2항) 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제3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계희열, 502쪽) - 제2항의 ‘인정한다’의 원문은 ‘bekennt sich’로서 신앙을 고백한
다는 수준과 심도를 갖춘 용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84) Friehe, JuS 1979, 465 (467).
285) Badura, DOEV 1963, 561; ders., in: Gedaechtnisschrift fuer Martens, 1987, S. 25 ff.; Duerig,
in: Maunz/Duerig, GG, 1999, Art. 1 III, Rdn. 113; Kluth, S. 488 (Anm. 8); Ossenbuehl, § 66 Rdn.
20 ff.; Strack, AoeR 92 (1967), 449 (455) 등 참조.
286) Starck, AoeR 92 (1967), 449 (455)의 논거;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는 특히 잘쯔베델이
Salzwedel (VVDStRL 22〔1965〕, 206〔223 ff.〕) 주장한 이른바 유기 내지 포기 이론(sog.
Dereliktionstheorie)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또한 Ossenbuehl, § 66 Rdn. 19, 21; Ress, WuV
1981, 151 (157 ff.) 등도 참조.
287) 기본법 제80조 (법규명령의 제정) ①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법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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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본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권한이전의 상대방 즉 수권자를 폐쇄형 열거
식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부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입법의 영역에 관
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스
스로 책임지면서 규율할 활동영역을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취
지이다.288) 그렇지만 의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법제정 권한(Rechtsetzungsbefugnis)을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의회유보
원칙에 따르면 특히 기본권에 관련된 영역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정도로 중요
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의회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한계는 설정되어 있다.289)
자치권력이 원천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이론은 오늘날 대부분 극복된 것으로
본다.290) 자유주의적 사상을 지닌 시민과 관헌국가(Obrigkeitsstaat)의 대립상
황으로 굳은 시대에서 이 이론은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적 헌
정국가인 기본법 아래에서 이는 시대의 조류에 반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치행정
권을 갖춘 단체는, 국가에 대립하면서 그 외부에서 사회 영역의 대표를 구현하
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영역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지위를 가진
데 불과하다.291) 이에 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살펴보면, 자치사상은
기본법적 질서라는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는 수준에서
편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때 단
지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 자치(gesetzlich verliehene Autonomie)” 다시 말
해서 국가로부터 연원한 규범의 제정(staatlich abgeleitete Normsetzung)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292) 결론적으로 자치행정 주체도 어떤 유보도 없이 기본
권에 기속된다고 인정해야 한다.293)

뿐만 아니라 기본권 기속의 문제는, 자치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법률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
고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권한의 위임을 위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계희열, 520쪽에서 전재) - 여기
에서 지방정부는 한자가 支邦으로서 주정부를 말한다. 여기에서 법규명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령에
관한 헌법 제75조를 비교하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법규명령이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 개념인데
반하여 독일의 경우 헌법의 조항에서 사용한 단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88) BVerfGE 33, 125 (156 f.) 참조.
289) BVerfGE 33, 125 (159); 45, 393 (399).
290) Dreier, in: ders. (Hrsg.), Grundgesetz-Kommentar I, 1996, Art. 1 III Rdn. 43 (Anm. 96);
Ossenbuehl,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Staatsrecht III, 1988, § 66 Rdn. 21; 이에 대
한 제한적 내용에 관해서는 Stern, Staatsrecht III/1, 1988, § 74 I 5c, S. 1338 f. 또한 참조.
291) Friehe, JuS 1979, 465 (467); Schnapp/Kaltenborn, Grundrechtsbindung nichtstaatlicher
Institutionen, JuS 2000, 937 (938).
292) BVerfGE 10, 20 (50); 33, 125 (156).
293) Schnapp/Kaltenborn, Grundrechtsbindung nichtstaatlicher Institutionen, JuS 2000, 937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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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법제정 활동에 그치지 않고, 기본법 제20조 제2항의 의미로 국가권력
(Staatsgewalt)을 행사하는 경우라면294) 어떤 형식의 것이든 언제나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행위의 경우는 물론 다양한 형식의 단순한 고권행정(schlichte
Hoheitsverwaltung)의 경우에도 역시 기본권에 기속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3) 자치단체의 자치규칙에 대한 통제 개관

1) 신고 및 제출 의무(Anzeige- und Vorlagepflicht)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칙 즉 조례가 제정되면 법규감독 행정청에게 신고해야
한다(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 NWGO 제7조 제6항).
자치규칙 제출의무는 강화된 형태의 신고의무라고 할 수 있다.295) 원칙적으로
자치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제출한다. 대개 특수한 경우에만 제출의무를 부과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규감독 행정청에게 제
출할 의무가 부과된 경우, 법규감독을 거쳐 합법률성을 확인하거나 1개월 내에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의결사항
의 집행이 허용되는 것이다.296)

2) 사전적 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ㆍ개정한 자치규칙에 대하여 사전적 승인을 유보하는 경
우도 있다. (니더작센주,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 작센-안할트주 등)297)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 법규감독

1) 국가감독 권한의 일반원칙
294) 기본법 제20조 (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제1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ㆍ사회적 연방국가이다.
(제2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입법, 집행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제3항)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제4항)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를 폐제하려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
른 국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계희열, 507쪽)
295) Gern, Alfons, Deutsches Kommunalrecht, 3. Aufl., Baden-Baden, 2003, S. 197 Rdn. 290.
296) Gern (2003), S. 197 Rdn. 290, S. 204 Rdn. 303.
297) Gern (2003), S. 198 Rdn. 291, S. 204 Rdn. 303, S. 521 Rdn. 803; Humpert, Genehmigungsvorbehalte im Kommunalverfassungsrecht, 1990; Schrapper, NVwZ 1990,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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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 권한은 대개 법규감독과 직무감독으로 구분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감
독은 사전적ㆍ예방적 감독과 사후적ㆍ진압적 감독(praeventiv und repressiv)
으로 나눌 수 있다.
감독권한의 행사 여부와 정도 등에 관해서는 편의주의 내지 대응주의 원리(das
Opportunitaetsprinzip)가 지배한다. 감독행정청이 개입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 등의 강도 등은 감독행정청에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맡겨져

있다(in

ihrem

pflichetgemaessen Ermessen).298) 원칙적으로 법규감독과 직무감독을 행사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
(Entschlusskraft)과 그 결정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인수하려는 능동적 태도 등
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299)

2) 법규감독(die Rechtsaufsicht)의 수단
사후적 진압적 수단으로는 정보제공의무, 이의권과 폐기권, 명령권, 대집행권,
특별업무담당관 임명권, 지방자치단체 의회 해산권,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 소
멸권 등을 들 수 있다.300)
법규감독 행정청은, 법률에 위배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과 명령은 물론
주민투표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 적절한 - 기간 안에 폐기하
거나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
규감독 행정청은 그와 같은 의결이나 명령에 근거하여 행한 조치를 취소할 것
을 또한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 NWGO
제119조)

6. 법제처의 자치입법에 대한 법령해석 인정여부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0조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라는 제목 아래에 제1항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곤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하

298) VGH BW NJW 1990, 136; OVG Koblenz, Der Landkreis 1986, 39; Gern (2003), S. 521 Rdn.
804; 다른 견해로는 Waechter, Kommunalrecht, Rdn. 198.
299) Gern (2003), S. 521 Rdn. 804.
300) Gern (2003), S. 527 Rdn.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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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치법규안의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
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
업무운영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령 즉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과 관련하여
서만 규정하지만 자치법규에 대하여서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제
업무운영규정의 하위 법규인 법제업무운용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제2항은 “법제
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등 필
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장이 조례나 규칙 등 자치
법규의 법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해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관여
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이러한 실정법 조문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법
의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관여권한은 모두 헌법 제117조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에 헌법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
117조 조문은 조례가 단순히 법률만이 아니고 명령에 반하여도 제정될 수 없음
을 명백히 하고 있다.301) 따라서 조레나 규칙 등을 법률이나 명령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제처가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완화하려는 추세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과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국법 전체의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제
처에서 조례와 관련된 문제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또는
민원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쟁점을 정리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
이다. 자치입법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의 선례를 축적하
여야 활 것이다.

301) 물론 이 조문에 대하여는 법률에 반하여 제정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지만 실정헌법의 명문이 명령에 반할 수 없음을 붐명히 하고 있다고 할 수 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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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중에서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인 경우에는 위임법령의 해석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순수
한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해석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고유사무에 관하여서도 헌법 제117조 제1항
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인지 여부
는 고유사무에 속하는 조례에 관하여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302) 그
리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제172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자치법규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므로 그 감독권의 일환으로 조례와 규칙의 해석권이 주무부장관
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과 모순될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각급 법
원이 이를 심사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이 국민
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제처가 조례와 규칙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다면 이러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 이러한 권한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가 문제
점으로 대두된다. 이 두 해석권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일응의 결론은 사법해석
과 정부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사법권의 행
사이므로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다툼의 당사자의 제소에 의하여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합치여부를 심사한다. 그
반면에 행정부에 의한 해석은 행정의 통일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
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법원이나 입법부, 행정부 그
리고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데 반하여 행정부 내부의 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구속력의 성격도 전자는 법적 구속력인데 반하여
후자는 행정적 구속력에 지나지 않는다.303)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이들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제처가 그 유권

302) 법령의 범위내에 대한 학설 소개 참조. 조례라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이 일전한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구가의 법령과 도일한 목적으로 동일사항에 대하여 국
가의 법령보다 강한 형태의 규제를 가하는 조례，법률에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위
임의 한계를 초월하는 조례，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한 조례인가 여부 등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인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303) 여기에 대하여는 뒤의 법제처 법령유권해석의 절차와 효력 부분에서 따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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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권을 가진다. 다만 순수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
체가 헌법상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제정한 것이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중
앙정부 보다

우월한 해석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국무총리 통할

외의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는 이들 소관 기관이 법제처
보다 우월한 유권해석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법리이다.

VII. 조약

1. 조약의 의미
조약이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 주체 상호간에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창
설,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국가간의 합
의이고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법 주체나 국제기구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문서만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약은
협의로는

조약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만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협약

(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합의서(agreed minute), 선언(declaration), 교
환공문(exchange of notes), 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
고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모두를 포함한다.304)
문제는 북한과의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남북합의서의 법
적 성격에 관하여 국제법 주체사이의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조약과는
상이한 특수관계의 잠정협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헌법재판
소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
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
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305) 북한과의
각종 합의에 대하여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북한과의 합의서 내용
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해석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과
의 합의서는 비록 조약은 아닐지라도

순수 국내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해석문제에 있어서는 조약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조약은 외교

304)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5, 498면 참조.
305) 헌재 1997. 1.16. 92헌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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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가 주무 행정기관인데 반하여 북한과의 합의서는 주무 행정기관이 대부
분 통일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조약의 체결과 비준절차
조약의 체결권은 헌법 제73조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
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60조 1항에 열거된 중요조
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국간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교섭과정을 말하며, 조약정문의 작성․채택과
교섭당사자에 의한 그 확인이라는 2개의 절차를 경유한다. 조약법조약에서는
① 원수, ② 정부의 수반, ③ 외무장관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
다. 대사 또는 공사는 본국과 접수국간의 조약에 한하여 전권위임장이 없어도
본문의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24조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국과의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된다. 재외공관장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신임
장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정부대표가 된다. 특명
전권위원과 정부대표와의 차이점은 전자가 외국정부와의 교섭권, 국제회의에의
참석권, 조약에의 서명권을 가지는 데 대하여 후자는 교섭권․참석권만 있고 서
명권을 갖지 않는 데 있다.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조약 당사국간에 조약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한 다음에 법제처의 심의를 그친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후에 비로소 국무회
의에 상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조약에 본 서명을 하고 필요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교환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3. 조약에 대한 법제처의 관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기 전에 법제처가 관여하고 있다.306) 조약에 가서명한 후 효
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법제처가 국내법 체계나 다른 법규정과 모순이 없는지
306) 조약의 법제처 심사부분에 관하여는 주로 홍준형/박균성/선정원, 법제업무관련기관 입법역량강화 방안
에 관한 연구, 법제처 용역보고서, 2005. 12의 설명부분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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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법제처심사의 의의
법제처는 법령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약안도 법
령안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조약에 대하여 국내법
적 효력을 인정한 헌법 제6조에 따라 당연한 논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
본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는 내각법제국에서 심
사를 한다.
법제처는 당해 조약안의 국내법과의 관련, 특히 당해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
운 입법이 필요한지의 여부, 입법을 요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것일지의 판단과
당해 조약안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약안의 원문해석․번역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의 시정을 권고 하기도 한다.
일본 내각법제국의 경우 조약안심사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당해 조약상의 의
무가 국내법령 체계하에서 모순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사
항이다.

(2) 법제처 심사의 근거
법제처에서 조약을 심사하는 근거는 헌법 제89조 제3호에서 조약안은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에서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제처직제 제2조제3호에서는 조약안의 심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서는 조약안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에 이를 제출하도
록 하고 있어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조약안에 대한 심사를 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약의 효력발생전에 내각법제국의 심
사를 거친다.
양자간 조약의 경우 서명일정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문안심사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예비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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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년도부터 사전심사 하는 사례도 있다.

(3) 법제처 심사의 절차
조약심사는 한글 번역본과 외국어 원본(다자간조약, 양자간 조약을 불문하고 거
의 영어본이 원본이고, 원본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도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관보에는 원본과 번역본을 모두 공포하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번역문만 수
록되어 있다)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어, 심사시 주로 검토하는 사항은 헌법 제
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인가 여부, 조약의 국내에서
의 시행을 위하여 입법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기타 번역문이 국내법령용어에 맞
게 번역이 되었는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조약안에 대한 국회동의여부에 관한 의견조회가 오면 외교통
상부 담당법제관은 당해 조약안을 조문별로 구분하여 헌법에 열거된 조약에 해
당하는가의 여부 및 관련국내법조문을 분석․검토하여 의견을 단다.
이 과정에서 해당부처 담당법제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검토가 꿑난 다음에 조약
안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이 조약안은 00에 따라 대한민국과
00국간의 00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이의 시행
을 위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의견을 붙이며, 기타
헌법에 규정된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안에 대하여는 조약안의 조문을 일일이
열거분석하여 어떠한 이유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의견을 붙인다. 그 이외의
조약안심사의 결재과정은 법령안의 경우와 같다.

4. 조약에 대한 해석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조약의 효력은 그 발효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다. 즉, 그 조약에서 별도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런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은 그 발효 이전으로 소급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효력을 발생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
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석이
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국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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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종래 학설이나 국가실행상 객관
적 해석, 주관적 해석 및 실효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우위에서 적용되어 왔
다.

5. 조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권 인정여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헌법 제60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외의 조약은 명령이
나 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307) 하지만 무엇보다
도 조약은 법형식상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는 다른 법규범이고, 법
제업무운영규정 제2조나 다른 조문 상으로는 조약은 문리해석상 법령유권해석
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이 헌법 보다는 하위이지
만 법률보다는 상위라는 견해에 의하면308) 조약은 법률과는 법규범의 단계구조
상의 지위가 다르다. 조약은 또한 국가의 대외적 주권과 관련되어 대통령의 국
가원수로서의 권한에 근거한 특수한 성격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약도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조약의 체결에 직접관여하고 외교문제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와
의 관계에서 법제처가 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
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국제관계는 일반 국내 문제와는 달리 주권의
대외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고 영토의 보전과 독립과 연관된다는 점 둘째, 조약
은 처음 체결 시부터 외교통상부가 관여하였으므로 체결과정을 정확히 파악하
고 있고 보다 더 전문성을갖춘 부서에서 해석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조약은 국제법 분야로서 이는 국내법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다른 분야로서 국내
법과는 다른 법이론이 적용되므로 국내법 전문기관인 법제처가 해석하기는 타
당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외교통상부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307) 권영성, 헌법학원론, 180면 참조. 헌재 1998. 11. 26. 97헌바65; 1999. 4. 29. 97헌가14; 2001. 9.
27 도 법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308) 김철수, 헌법학개론, 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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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첫째, 우리나라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엄격히 분리하는 이원주의적 견해
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일원론을 채택하여 국내법과 더불어 규범 위계질서를 인
정하여 일원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둘째, 조약만이 아니고 다른 법분야 예
를 들어 환경이나 기술과학 분야에 대하여는 환경부나 교육과학부가 보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제처가 유권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셋째, 대외적 주권
이나 독립과 연관되는 주요한 분야라는 주장도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등도 국가
의 안전보장이나 독립에 있어서 주요한 부서인 점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러
한 이유가 조약을 외교통상부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 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되
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인다.
헌법에 대하여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헌
법 보다 하위의 법규범인 조약에 대하여 법령해석권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취한다면 조약
에 대하여도 조약의 체결권자인 대통령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번복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권한을 인
정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309) 법규가 아닌 순수한 행정규칙적 성격
을 가진 조약은 행정규칙에 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보아야 한다.
그란데 조금 깊이 살펴보면 조약의 해석권도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조약 그
자체가 직접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조약이 다른 법령을 해석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독립적 조약
해석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부수적 조약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가 법제처의
해석대상이 됨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전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실제예에 있어서도 법제처에서 조약을 유권해석 한 적이 있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우리와 비슷하게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하
여 통합적인 해석권한을 가지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내
각법무국은 조약에 대하여도 해석권을 가진다. 특히 일본 헌법 제9조 평화국가
조항과 관련하여 많은 조약에 대하여 일본 내각법제국에서 조약해석권을 행사
하고 있다.

309) 물론 조약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앞서 외교통상부가 소관부서로서 일차적인 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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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맺는말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국가행정의 통일성을 보
장하고 국민의 권익구제와 국정 운영의 신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 의한
유권해석제도이다.
법제처는 2005.7.1. 법령해석 요청권자를 확대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만들
어 법령해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이런 조치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법령해석 원래의 목적인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시키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행위를 보장하며, 간
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
이 활성화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이 모두 활발히
법령유권해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해석의 요청주체와 해석대상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용
규정에 직접 규정한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법치주의 실현과 행정의 통일성 달
성에 미흡하여 그 범위의 확대 문제를 이론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는 정부의 유권해석제도 중에서 소위 집중형
유권해석제도에 속한다. 이 제도는 분산형 유권해석제도와는 달리 행정부 내에
서 각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전문기관이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제도이다. 이
러한 집중형은 유권해석기관이 필연적으로 행정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
을 하지만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집중형에
서는 권한분배의 민주적 원칙 보다는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보다 더 중요시 하
기 때문에 자연 모든 법령을 체계적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분산형 보다는
더욱 크다. 법률이나 시행령만이 아니고 헌법이나 조약 그리고 나아가 자치법규
인 조례나 지방자치 규칙 그리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까지도 법령해석에 있어
서 정부견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집중형 해석기관
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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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정부에 의한 법령해석 제도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일본의 집중형 법령해
석제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독일은 분산형 법령해석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국참사원을 중심으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합헌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단순한 자문에도 응하며 그 해석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
에도 그 해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만큼 그 효력도 강력하다. 하지만 해석에 법
적 구속력이 있다기 보다는 역시 행정적 구속력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주체도 대통령이나 행정부서의 장 정도에 그치고 일반 민
간인이나 국회의원 등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은 내각법제국이 헌법을 비롯한 모든 국내 법률과 정령 및 조약의 합헌성
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단순한 자문에도 응하며 서면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하지만 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 보다는 역
시 행정적 구속력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주체는
서면의 경우에는 내각총리나 행정부서의 장 그리고 국회나 국회의원 정도에 그
치고 다른 공무원은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구두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개별 행정부서에서 소관법령을 해석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법해석 문제를 법무부에 임의적으로 문의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의 연방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에서 모든 법문제를 자문하는 형식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고, 독
일의 경우에는 연방법무부가 연방정부 운영규칙 (Geschae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 - GOBReg)에 의하여 입법시 법안의 형식성 심사를 하고 있
지만 사후적 법령해석은 법령소관 부서가 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령해석 요청의 주체 면에서 보면 현행 법제상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인정하고 민원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이 직접적으로는
국무총리의 행정에 대한 통할·감독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나 국가인
권위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점
은 다투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광의의 개념에서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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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견해의 통일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해석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
는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임시적·부가적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라고 본다면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교
육자치의 장인 교육감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차원에서 법령해석을 요
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중앙행정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법론상으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
하면 무엇보다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사법해석이 아니고 행정해석으로서, 법집
행을 체계적, 통일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해석으
로 행정부 내부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효율
적인 권리구제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
의 권리구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기관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 내부의 기관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국
회나 국회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나 조사 그리고 질문권이나 질의권을 행사하여
법제처장에게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현
행 법제업무운영규정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법제처장의 개인의견으로 인정되어
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나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행사하거
나 혹은 국정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부 내부의 법령해석의 내용과 실태
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이들에게도 법제처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
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와는 별개의 행정기관이고, 본질적으로 국가의 입법권이 아닌 행정권에서 전래
하는 지방자치 행정에 관련된 기관으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달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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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행정부의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법제처가 정부를 대표하여 법령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
록 법령을 유권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해석의 대상 면에서 보면 현행 법제상 인정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
령, 부령만이 아니고 국무총리 통할 밖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정
보원법, 감사원법과 규칙 등에 대하여도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법령해석권은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광의의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법제처가 유권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헌법의 해석권은 헌법재판소
와 법원에 귀속하기 때문에 행정부 내의 정부기관이 이를 유권해석하는 것은
권력분립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부 내부에서 헌법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가지기 위한 해석권은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헌법해석에 대한 다툼이 독자적인 분쟁대상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부수적 해석일 경우에 부수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헌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
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순수한 심판절차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
자체에 대하여는 법제처가 정부 내에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무
부와 함께 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론상으로는 행정부 내부에서 헌
법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
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고, 헌법해석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부견해의 통
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법제처장을 국무위원으로 한 후에
법제처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정부 이외의 국가기관 소관법령인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대하여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정부 이외의 기관의 헌법상 고유한 권한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행
정부 내부에서 통일적 해석을 위한 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 236 -

는 당해 규칙들에 대한 독립적인 해석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 해석의 경우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이는 내부법이므로 소관 행정기관이 해석권을 가지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다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을 지니는 행
정규칙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제처가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도 이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
야 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제처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약의 경우에도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또 조약의 체결비준시에
법제처가 사전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제2절 제도개선 권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법치주의
를 실현하고 국가행정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권익구제와 국정 운영의 신
속성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법령해석제도의 장점을 살려 나가고 미비점
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과 시행결과를 기초로 하고
선진 외국의 법령해석제도를 참고하여 주어진 연구과제인 법령해석 요청 주체
의 확대와 법령해석 대상 확대에 관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
도개선방향을 제시한다.

Ⅰ. 현행법제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포함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명백하지 않은 국무총리 통할 밖의 국가기관인 국가
정보원, 감사원법,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등에 대하여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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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의 장인 교육감도 법령해석 요청주체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운영의 적법
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고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은 법집행을 위
하여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Ⅱ. 현행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 내용
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운영에 집행과정에 의문이 있을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차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 하여금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신청을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마찬가지
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
도록 그 개정이 요구된다.

Ⅲ. 현행법제상

국회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
지만 이들 주체가 정부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법령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파악
하여 그 토대 위에서 입법이나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정부 내의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로 하여금 이들의 요청에 의하여도 법령을 유권해석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이 요구된다.

Ⅳ. 현행법제상 헌법을 법제처가 유권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명백하지 않
으나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 모든 법령해석의 출발점이 되고 또 행정부 내에
서 헌법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의 해석권은 헌법재
판소와 법원에 귀속하기 때문에 행정부 내의 정부기관이 이를 유권해석하는 것
은 권력분립상 문제가 있다. 또한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구나 국
무위원이 아닌 법제처장이 이를 해석하도록 함은 국회 등에서 법적, 정치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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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추궁하기 어려워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해석
에 대한 다툼이 독자적인 분쟁대상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
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권력분립상이나 정치적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

하여 법제처가 헌법을 부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행정부 내부에서 헌법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고,
헌법해석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법제처장을 국무위원으로 한 후에 법제처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Ⅴ.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44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가 정
부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을 진행하며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
여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정부의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도 정부를 대표하여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헌법재판
소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헌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는 순수한 심판절차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법제처가 법령해석 권한
을 가지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가 정부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이 정부
내에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무부와 법제처가 함께 병존하고 있
는 현실과 논리적으로 조화를 유지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Ⅵ. 현행법제상 법제처가 유권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명백하지 않
은 국무총리 통할 밖의 국가기관이 소관하는 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정
보원법, 감사원법과 규칙, 그리고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에 대하여도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데 정부견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통일된 유권해석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
하여도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

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 외부에서는 그 해석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의적으
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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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현행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들 자치규범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
지므로 이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법제처가 조례나 규칙
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조약의 경우에도 조약은 국내법
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또 조약의 체결·비준시에 법제처가 사전심사를 하고 있
으므로 조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권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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