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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입법은 여전히 필요악이라고 인식하는 전통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이며 오늘날 행정기관은 위임입법없이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위임입법에 대하여 적극적 의의가
평가되고 있고, 그 실제적 필요성도 긍정되고 있다.
위임입법을 인정하는 국가마다 전부 같은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으나, 일반적
으로 위임입법의 실질적 근거로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의 요구가
현저하게 증대한 점, 사정의 변화에 즉응하는 기민한 적응성이 요구되는 사항
에 관한 입법분야가 증대 되고 있는 점, 법률의 일반적 규정으로는 특수한 사
정을 규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객관적 공정성이 특히 바람직한
사항에 관한 입법 등 국회가 전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치 아니한
분야도 존재하는 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임입법을 이러한 실제상의 필요
성에서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개괄적․다의적 법률의 제정과 행정기관에 대한 광범한 실질적 규범정
립권한의 부여를 전부 방치한다면 행정권의 한층 비대화와 그에 수반한 의회
의 지위의 상대적 저하를 조장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과 민주주
의에 저촉하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
차원으로 규정됨으로써 법률을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배제 내
지 감소시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위임입법을 항
상적으로 감독하는 수단은 무엇이며, 그 수단이 실제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
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가에 중점을 두어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극복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입법권위임을 진정으로 헌법적합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헌이 되기 위
한 최저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정책상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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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서는 단순히 위임법률의 수권규정의 구체성․개별성뿐 아니라 수임행정
기관의 종류․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행정절차의 정비를 필두로 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위임사항이 정부에게 본래적으로 재량이
넓은 사항인가의 여부 등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는 그 전제작업으로서 입법부
가 행하는 입법권위임 그 자체에 대한 합헌성판정기준 및 행정기관이 위임입
법의 제정시에 유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우리의 입법권위임에 대한 최저한의 헌법적 요청을 우선 명확히 해둘
위임입법의 정립에 즈음한 Checkliste를 마련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러한 Ckeckliste의 마련은 입법실무상 위임입법의 정립시 또는 정립된 위임입
법에 대한 사후평가시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위
임입법의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위임입법에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하도록 적극적 의사표시를 유보해두
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회의 전문기술적 능력의 한계와 시간적 즉응능력의 한
계 나아가 정책상황이 불안정하고 예상할 수 없는 국면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잡한 행정과정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수권법률 중에 설정하는 방법론에 현
실적인 무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정에의 위임
입법의 중요도에 상응하여 priority를 설정, priority가 높은 위임사항에는 구체
성과 명확성의 강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① 조세관련 법규분야, ② 준조세
관련 법규분야, ③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④ 급부행정관련 법규분야 및 ⑤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법률의 전체적 성격에 비추어
각 해당 분야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법률 443개를 추출하여, 위임입법을 허용
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의 취
지에 부합하게, 헌법합치적으로 규율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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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이 헌법합치적으로 충분히 명확하고 예측가능한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만이 아니라 그 규범이 위치하는 법률 전체를 포함한 관
련법조항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임
입법의 명확성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라 할 것이고, 입법개선의 여지가 존재한
다고 하여 반드시 그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현행 법제에서 앞서 언급한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재
판소의 가이드라인과 위임입법 심사기준이 유효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차원에
서 또한 현재의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법제를 발굴하여 그 개선
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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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식 요약서
Ⅰ. 법률유보․의회유보와 위임입법
□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복잡다양성, 전문성 등의 요청과 의회자신에 의
한 규율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행정권독자의 법정립권한이 증대하게 됨으로
써 법률유보의 원칙이 공동화할 위험성이 처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한편
으로는 행정기능의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영역확대
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의 과잉화현상과 행정작용의 경직성의
보완․조화를 위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 특히, 법치국가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본질적인 사상의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며, 행정권에 맡겨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본질성이론
(Wesentlichkeitstheorie)”의 등장은 법률유보의 발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의회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며, 하위규범
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란 의회친화적(parlamentsfreundlich)인 관점에서 일
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규율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며, 그 규율
은 일정한 명확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유보의 개념은 헌법
상의 법률제정기관인 의회가 직접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영역 내지 사
항과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면서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반드
시 의회가 형식적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의회유보라는 용어는 오히려 법률유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것은 위임의 금지(Delegationsverbot)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의회유보의 원
칙인 행정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그 부분을 명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의회 스스로가 입법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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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보는 일정한 규율밀도(Regulungsdichte)를 요구한다. 의회유보는 일정한
규율사항을 의회법률로써 규정하였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용적인 밀도 내지 명확성을 가지는 실질적인 규율을 요구한다.

Ⅱ. 위임입법의 실효적 통제를 위한 각국의 최근 동향
□ 독일의 경우, 위임입법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그 과잉현상
이 의회의 입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이 일정한 규율을 오로지
의회에 유보한 경우 또는 의회가 스스로 몇 가지 문제들을 종국적으로 이
미 규범화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법상 명문의 규정
을 두어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수권법률이 명확성조항에 합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지금까지 상당수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초기단계에서는 위에 언
급한 명확성조항의 해석에 관한 정식을 도출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
고 약반수의 법률을 이 명확성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판결을 내렸
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위헌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적인 명확성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
하고 그에 대신하여 명확성의 기준에 단계를 부여하여 세분화하고 있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편에서 명령에 의한 규제에 관련된 사항의 헌법
적 가치 내지 지위의 중요성여하에 의하여, 환언하면 기본권에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명확성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 한편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에서 1999년 12월 1일 “국가현대화-현대행정(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을 각의결정하여 시행
하면서, 규범의 수를 삭감하고 질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친숙하고 실시에
수반한 비용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의 정
당성설명, 필요성설명의 책임을 부과하고 또한 재정 및 사회경제에 대한
비용을 예측시켜 비용 대 효과의 균형에서의 견제를 제도화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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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입법에 즈음하여 이른바 비용개념(Kostenbegriffe)을 도입하여, 입법평
가제도(Gesetzesfolgenabschätzung)를 도입, 이를 법률 뿐 아니라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에서도 도입하도록 하였다.
◦ 주정부차원에서도 근래 규제개혁 내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영미식의 일몰제
(sunset Legislation)와 유사한 위임입법 일몰제(Verfallsautomatik)를 도입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Baden-Wurttemburg주(행정규칙에
대하여 7년간 자동상실형 일몰제를 도입), Rheinland-Pfalz주(행정규칙에 대
하여 5년간 자동상실형 일몰제를 도입), Saarland주(행정규칙에 대하여 5년간
자동상실형 일몰제를 도입) 등에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의회입법은 어떠한 기능을 지닌 규정을 정하는 것을 행정입법
에 수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서 ① 보충적 규정 ② 구체적․특례적규정
③ 해석적 규정 ④ 시행세칙규정을 정하는 것을 행정입법에 수권할 수 있
는데 그치며 ⑤ 의회입법 그 자체를 변경, 폐지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을
수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권법에 있어서 기준
등의 규정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을 정하는 규정자체 가운데에
서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고 당해법률의 다른 규정이나 법률전체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위
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은 백지위임으로 판단한다.
◦ 일본에서도 위임입법의 양적 확대경향은 법률이 약 1,800건인데 비하여 정
령이 약 1,900건, 부성령이 약 3,200건으로 명령의 수가 법률의 수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은 법률 그 자체를 폐지, 변경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충규정, 구체적 특례규정, 해석규정, 시행세칙
규정 등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세목적인 부
분뿐 아니라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명령에서 규정하는 사례도 많다.
◦ 일본에 있어서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는 정령에 대한 내각법제국
의 심사이외에는 일반적인 통제수단은 없다. 위임입법의 제정과정이 비공
개적으로 행해지고 내부절차에 있어서 압력단체나 정권정당 등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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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입법절차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 호주의 경우, 주차원에서 현재 효력을 가지는 각종 하위법령의 숫자를 줄이고,
시대착오적인 법령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위임입법법(Subordinate Legislation
Act)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당해 주정부의 위임입법의 입법절차와 위임입법
의 제정에서의 공중참가절차, 그리고 일몰제(sunset clause)라고 일컬어지는
위임입법의 자동폐지(Automatic revocation) 및 기한연장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위임입법은 일정한 기간내에 폐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5년-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automatic sunsetting)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위임입법을 재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
향평가(Regulatory Impact Statement)를 하도록 하고, 의무적인 재검토 절차를
거쳐 당해 위임입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위임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우리 헌법상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은 헌법자신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
고,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국회이외의 기관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권한배분상의 의미(국회중심입법의 원칙)와 입법은 국회의 의결
로서만 성립하며 국회이외의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절차상
의 의미(국회단독입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다만,
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의 정립은 법률이 그것을 위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을 보완하는 성질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기관 등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과
의 관계에 있어서 명령은 법률로부터의 수권의 존재라는 조건하에서 법률
의 하위규범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입법의 허용가능성과 관련하여 “규율대상의 전
문성․다양성 내지 기술성 요구, 사회경제적 상황변동에 따른 탄력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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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합성 요구,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고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헌법은 제75조에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규정하여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
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만을 인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필요에 응하면서 법률에 미리 위임입법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위임입법의 근거법률인 수권법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야 할 것인가, 또는 그 기준은 모든 종류의 위임입법에 일률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규정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Ⅳ. 위임입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정립
□ 입법권위임을 진정으로 헌법적합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헌이 되기
위한 최저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정책상 보다 바람직한 것으
로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위임법률의 수권규정의 구체성․개별성뿐 아니라
수임행정기관의 종류․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행정절차의 정비를 필두로
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위임사항이 정부에게 본
래적으로 재량이 넓은 사항인가의 여부 등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 이러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는 그 전제작업으로서 입법부가 행하
는 입법권위임 그 자체에 대한 합헌성판정기준 및 행정기관이 위임입법의
제정시에 유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입법권위임에 대한 최저한의 헌법적 요청을 우선 명확히 해둘 위임입법의
정립에 즈음한 Checkliste를 마련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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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경우,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업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실에서는 정기
적으로 행정입법 분석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법제실
이 간행한 법제실무 지침서에는 위임입법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비교적 상

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구로서 행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에서는 “법
령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위임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기
술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연방차원에서의 입법실무지침서로서 연방법무부가 편집한 “법
형식 입문서(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에서는 법률 및 법규명령의
작성과 관련한 입법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연방법무부의 합헌
성심사(Die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입법의
정립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도 주의 법
령입안과 관련하여 연방법무부의 법형식입문서와 비숫한 내용의 입법지침
내지 심사기준표(prüfungliste, prüfkatalogie, prüffragen) 등을 마련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법무부(Schweizerisches Bundesamt für Justiz)에서도 입법자가 법률,
명령을 입안할 경우의 유의사항과 의원입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협력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입안을 위한 모듈(Modul Verordnung)”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위임입법의 일반적 심사기준
◦ 위임입법의 필요성ㆍ허용성 기준
【점검사항】
∙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명확히 검토하였는가?
∙ 규율 대상이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할 사항

(새로운 입법사항 또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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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의회유보의 원칙과 관련

하여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기본권
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기준과 절차, 국민의 권리․의무
의 변동에 관한 사항, 법제도로서 존립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국민 다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통치기구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

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상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위법
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
적 또는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규율 내용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등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갖

고 있어서 규정형식이 번잡한 것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탄력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영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현재의 규범적 요소와의 조화성 기준
【점검사항】

∙ 하위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명문의 수권근거가 존재

하고 있는가?
∙ 하위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상위 법령이나

동동한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표 내지 목적과 부합하는가?
∙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입법상의 편제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xi

【세부기준】
∙ 복잡하고 전문화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위임입법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단계적 위임 즉,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위임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 등의 형식
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한다.
- 법률의 소관사항 예시 : 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예시 :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④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⑥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예시 : ①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
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④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⑤ 절차적․기술적 사항

◦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기준
【점검사항】

∙ 수권 법률이 그 내용, 목적 및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
∙ 수권 규정이 체계적ㆍ목적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입법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 수권규정이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가?

xii

∙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가?
∙ 재위임의 권한 근거가 명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권되고 있는가?

【세부기준】

∙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
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
백히 규정해야 한다.
- 위임조항이 행정벌칙을 부과하는 구성요건적 조항인 경우, 해당 조항이 형법법
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강하다는 점
에서 위임의 명확성에 대하여 형법법규에 버금가는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조세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

정 그 자체에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야 한다.
-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
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은 조세법규의 경우
에 준하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보험료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
할 소지가 있는 법규로서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는 일반적인 급부
영역에서 보다는 엄격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의 요건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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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 비하여 그리 강

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일반적 명확성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규정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 일정한 혜택을 주는 수혜적인 규정, 절차를 형성하는 영역, 수익적 성격이
나 사회보장적 급부의 성격이 강한 규정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인 경우 위임의 구
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법규에 비하여 완화된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
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질
내용을 되도록 범위를 한정시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으로 제정
될 내용은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이해가능성 기준
【점검사항】

∙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정의와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표현방식 등이 명확하며, 법적용자와 일반인에게 이해가능하게 작성되었는가?
∙ 규율이 상호모순 없이 충분히 정리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 상호 밀

접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배열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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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 입법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적용 기준

내지 범위가 법문에 제시되어 행정관청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령을 적용
할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 일반적 또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해 모법의 입
법목적과 모법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
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사회통념 내지 관행상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

도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규율

대상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행정기관의 자의
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법률에서 먼저 기본적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중에 기타 사유를 대통령

령․부령에서 보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이 포괄위임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규정된 법률상의 사유들로부터 뒤의 시행령․시행규칙에
서 정해질 사유들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부령에 의해 새롭게 창설되어서는 안 된다.

◦ 실효성과 적합성 기준
【점검사항】
∙ 규율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 이익단체나 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제시가 있었는가?
∙ 규율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와의 협력 내지 협조, 의견조정의 필요성이 모

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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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율내용의 시행에 있어서 관할 관청이 명확하며,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

및 인원 등 행정상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명령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의 종류, 범위 및 정도가 수범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거나 입법경제성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가?
∙ 시행을 위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한시적 조치나 일몰제를 도입할 가

능성을 고려하였는가?

【세부기준】
∙ 위임입법과정의 공정성의 확보․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권법률의

측면에서 볼 때 적법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행정입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익들 간의 형량이 선행되도록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
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 및 제18조 참조).
∙ 위임입법의 정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이해와 가치관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의

견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할 뿐 아
니라,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
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참조).
∙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의 시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절차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행정적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시행
부서의 통일과 임무수행의 일관성을 위한 조직과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
- 상위 법령에서 방대한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어 하위 법령의 개편이 요구될
때에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합한 기관(부서)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제의 집행단계에서 재량이 부여된 곳에서의 재량확정 또는 불

xvi

확정법개념에 대한 해석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정부의 예산제약에 따른 정책의 집행실패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의 시행을 위하여 비용의 확보가 고려되었는지 등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
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이
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참조).
∙ 법률에서 제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개정 등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
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
까지 법제처장에게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참조).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참조).
∙ 법령의 실효성,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그 법령의 유효기간을 계속적 타

당성을 가지도록 규정할 것인지, 규제의 간소화 등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의 기간내에 타당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관
해 검토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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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
으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의2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ㆍ예규 등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
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ㆍ예규 등 또는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ㆍ예규 등을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훈령ㆍ예규 등으로서 법제
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ㆍ예규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참조).

□ 위임입법 유형별 세부심사기준
◦ 조세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의 확대, 과세표준․과세기준․세율 등 새
기준 1

로운 과세요건의 규정,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특정한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의 제외, 세제면에서 제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규정,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
사회ㆍ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 현실의 변동, 과세관청의 인적 자
원, 물적 설비 및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조세회피의 방지 및

기준 2

과세형평의 유지 등 조세정책적인 목표 등 다양하면서도 가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
위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위임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위임
하거나,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와 같이 위임대

기준 3

상만을 특정하여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위임의 취지나 목적, 범
위, 기준, 조건 등을 위임근거조문에 규정하거나 위임대상을 예시
하여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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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가액․보유량 등은 계량화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준 4

한 반드시 상한이나 하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감면율을 하위 법령
에 위임할 경우에도 최소한 감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조세관계법령에 불확정개념의 사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
가피하게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같은 의미로

기준 5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근거 법률조항 및 하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번한 개정 수요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기준 6

적 사항인 경우로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정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 준조세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부담금 등을 규정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부담금의 성격, 구체적
재원조달 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담금액의 범위를 행정기
기준 1

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도, 법률에서 부담금의 상한을 정한 후 세부세항을 위임하거나
부담금의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식의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한
후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부담금의 납부시기․납부기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준 2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
부시기․기한의 상한을 정한 후 하위법령으로 위임한다.
부담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부과방법,

기준 3

부과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
용이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부담금은 성질상 일정한 납부의무자 집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준 4

특정한 납부의무자를 수범자로 하는 부담금의 경우와 전문성이 떨
어지는 집단이나 일반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집단의 특수성ㆍ밀접한 관련성ㆍ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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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위임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정도
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고시․훈령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위임할 경우에는 상위
기준 5

법령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거나 위임을 받아 규정될 내용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이 상위 법령
에 이미 밝혀져 있어야 한다.
부담금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경
우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담금의 부과, 부담금 부과

기준 6

의 대상자 및 부담금의 범위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서 대강을 규정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 급부행정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위
기준 1

한 수급권의 성격을 가지는 내용은 수혜 대상의 확정 등 기본적 기준
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후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각종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 및 실시를 법률에

기준 2

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판단 근거 및 기
준을 법률에서 규정한 후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연금법제는 원칙적으로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기준 3

있는 여지가 많지만 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가 기여금을 납입한
다는 점에서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연금지급 정지 요건이나
범위는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보상법제는 보상기준금액 등의 산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 4

는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 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
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기준 5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부과금액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보험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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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의 개략적인 산정방법이나 보험요율의 상
한은 직접 법률에 규정한다.

◦ 영업관련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과 인․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은 인
기준 1

가․허가의 근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기준 2

기준 3

인․허가의 결격사유 등 인․허가 대상을 특정한 자에게 한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직업수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제도
나 자격시험제도는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인․허가의 요건이나 인․허가 기준 또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등

기준 4

은 인․허가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처분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기준 5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위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예시나 한정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하위법령에
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위반시 행정

기준 6

제재나 행정벌칙이 적용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구
체적인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행정제재 처분에서 영업이나 자격 등의 정지기간은 행정제재의 핵

기준 7

심적ㆍ본질적 기준이므로 법률에서 정지기간의 범위를 명시하여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도록 한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점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기준 8

것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즉, “～의 비율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하)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
상(이하)일 것” 등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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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
기준 9

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행정제재 처분사유를 하위법
령에 위임하지 아니한다.

◦ 처벌법규에서의 위임입법심사기준
처벌규정의 위임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 1

하위법령에 규정될 구성요건적 요소가 어떠한 것일지 법률만 보고
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위법령에

기준 2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가급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고시로

기준 3

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서
대강을 정하고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위임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예

기준 4

시나 한정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후 세부사항을 위임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예시나 한

기준 5

정적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안녕질서”나 “미풍양속” 등과 같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수범자

기준 6

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형벌보다 제재정도가 약한 과태료의 경우 위임의 구체성․명확

기준 7

성 원칙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금전적 제재의 성
격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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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하
기준 8

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유형의 대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후 하위법령으로 세부사항을 위임한다.

Ⅴ . 위임입법 정비방안 사례 분석
□ 위임입법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일의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적극국가 내지 행
정국가관이나 경제정책이나 실정법제도의 실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밀
도와 강도가 달리지기도 하는 등 어떤 위임입법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위
헌성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위임입법을 진정으로 헌법적합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규정의 최저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정책적으로도 단순히 위임법률의 수
권규정의 구체성․개별성뿐 아니라 수임행정기관의 종류․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행정절차의 정비를 필두로 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이 어떻게 구축되
어 있는가, 위임사항이 정부에게 본래적으로 재량이 넓은 사항인가의 여부
등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에 행정실무의 효율성, 기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요청과 민주주의원리를 담부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을 여하
히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 위임입법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법제유형 검토에 있어서는 ① 조세
관련 법규분야, ② 준조세관련 법규분야, ③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④ 급
부행정관련 법규분야 및 ⑤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법률의 전체적 성격에 비추어 각 해당 분야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법률 443
개를 추출하였다. 또한 443개의 법제에 관한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법률상
전체조문수(삭제조항은 제외, 가지번호조항은 각각 산정)를 파악하여, 해당
법률에서 하위 법령(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건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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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에서 부령 또는 행정규
칙이나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례 등 하위법령에서도 이를 다른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례가 많으나, 전수조사에서는 일단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건수만을 살펴보았다. 다만, 실제 검토사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에서
의 재위임규정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건수는
해당 법률에서 단체 또는 조직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위임한 것은 제외하였
다. 행정형벌법규관련 법제분야에서 해당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건수는 당해 법제의 행정형벌조항에 한정한 위임건수를 살펴보았다.
[총 괄]
검토대상 법률수

정비대상 위임입법

(2010.3.15 시행일 기준)

발굴수

조세관련 법규분야

20

33건

준조세관련 법규분야

59 +(20)

52건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123

70건

급부행정관련 법규분야

153

45건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

88 + (133)

45건

계

443개 + (153개)

245건

법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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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위임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제 1 장 문제의 제기
제 1 절 위임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하여 어떤 국가
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수권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회가 법률
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법 제정권자에게 위임
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되는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입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quasi-legislation)”
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위임입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에 의한 위임
(수권)에 의거한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하여 의회제정
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위임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
법부에 의한 행정부에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행정입법 뿐 아
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중 법률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
여 제정되는 것도 위임입법에 속하게 된다.1)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관념은 본래의 입법권을 지닌 입법권자의 존재를 전
제로 하여 그것을 다른 주체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위
임입법의 관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2)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국회이외의 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거한 행정부의 입법, 즉 행정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
1) 박영도,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999, 11면 이하.
2) 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powers)이란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에는 입법부로부터 행정부에로의 권한의 위임뿐 아니라 입법
부로부터 사법부 또는 사법부로부터 행정부, 중앙기관으로부터 하부기관 내지 지방기관으로의 권한의
위임등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 중 입법부로부터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 특히 입법권의 위임의
문제가 위임입법의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Sotirios A.Barber, The Constitution and the Delegation
of Congressional powe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p.25.
3) 헌법재판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199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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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라 의회가 입법권을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에
수권한다는 입법위임은 현대자본주의헌법에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현상이 등장하여 각종
정치적․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은 제1차대전 이후부터이며 특히,
국가의 성격이 자유국가에서 사회국가로 변화하고 그에 수반하여 국가의 임무
가 비약적으로 증대․복잡화한 점에 있다.4) 그리하여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행
정권에 의한 입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입법
은 여전히 필요악이라고 인식하는 전통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
착오적인 사고이며 오늘날 행정기관은 위임입법없이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고 할 만큼 위임입법에 대하여 적극적 의의가 평가되고 있고, 그 실제적
필요성도 긍정되고 있다. 다만, 위임입법제도가 정착하였더라도 그 범위 내지
한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시대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국가에서 정착되어 있는 법제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요소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이며, 법제도로서의 위
임입법도 가령 각국이 그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범위 또
는 한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즉, 국가에 따라서는 의회제정법의 위
임이 있다면 어떠한 사안이라도 행정입법으로서 정할 수 있거나, 의회제정법
의 위임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넘는 광범한 위임입법은 허
용하지 않거나, 위임이 없더라도 의회제정법으로부터 독립한 행정입법을 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의회제정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행정입법이나 의회제정
4) 1931년의 유명한 영국의 “장관의 권한에 관한 위원회(Donoughmore Committee)”의 보고서는 위임입법
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의회의 시간압박(Pressure on
Parliamentary time) : 이 입박은 매우 크다. 의회는 고도의 정책 및 기본적인 입법문제에 주의를 집중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부차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이외의 선택
은 없다. ② 주제의 기술성(Technicality of subject matter) : 근대의 입법은 자주 복잡하고 기술적 성격
을 지니며 정치가들의 광장(의회)에서의 실효적인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다. ③ 불측의 우발사건
(Unforeseen contingencies) : 대규모이고 복잡한 개혁계획에 기술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도 우
발적 사건이나 지방적 사정을 전부 예측하고 철저하게 전부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계획해 두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유연성(Flexibility) : 위임의 방법은 입법기관을 계속하여 가동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기술의 진보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⑤ 실험기회
(Opportunity for experiment) : 위임의 방법은 또한 입법에 따라서는 곤란함을 수반하여 처음으로 가능
한 실험의 기회를 익히는 경험의 이용을 허용한다. ⑥ 긴급권(Emergency Powers) : 국민적 이해가 신
속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상태에서는 정부에 비상권을 구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된
다. Report of The Committee on Ministers' Powers, Cmd. 4060, pp.51-52 ; Stephan Bailey/Brian Jones &
Alistair Mowbray, Cases and Materials on Administrative Law, Sweet & Maxwell 1997, pp.8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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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정하는 행정입법도 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입법권의 위임
이 광범하게 허용되고 있는 국가를 단지 행정국가라고 인식하거나 입법권의
위임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국가를 법치국가로써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든 위임입법을 인정하는 국가마다 전부 같은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의 실질적 근거로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의
요구가 현저하게 증대한 점, 사정의 변화에 즉응하는 기민한 적응성이 요구되
는 사항에 관한 입법분야가 증대 되고 있는 점, 법률의 일반적 규정으로는 특
수한 사정을 규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객관적 공정성이 특히 바
람직한 사항에 관한 입법 등 국회가 전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치
아니한 분야도 존재하는 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임입법을 이러한 실제상
의 필요성에서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첫째, 국회의 입법활동의 경감이다. 국회는 입법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
으나 그 입법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법안의 제출부터 수정을 거쳐 성립에 이르
기까지에는 다액의 비용과 장기간을 필요로 하며, 나아가 각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의 차이가 법안의 성부를 크게 좌우하는 등 국회의 입법활동에는 많은 장
해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위임입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입법은 전
부 국회가 정립하고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는 것이라면 법안의 심의에 관한
현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는 한 증대하는 입
법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행정기
관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임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심의 또는
수정절차가 그 만큼 생략되게 되며, 그 점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경감하는 결
과가 된다.
둘째, 입법활동의 전문화․복잡화의 경향이다.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하거나
명령의 형식으로 입법하더라도 전문적․기술적인 사안에 관한 입법조치를 하
는 때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이 필요하다.
입법권을 행정기관에게 위임하고 행정기관이 이에 의거하여 입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러한 사전협의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오늘날 과학기술이 급속히
진보하는 상황 하에서 특정분야의 전문가들 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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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법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법률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위임입법의 형식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셋째,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의 요청이다. 국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행정상의 요구를 세부에 걸쳐 미리 예견하여 이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기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또한 위임입법이 시행되는 경우
근거법인 법률과의 사이에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법률의 수정은 절차가
번잡하여 시간을 요하는 점에서 조정방법으로서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임입법을 수정함으로써 조정을 도모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또한 법률은 이
를 시행하기 위한 위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시행할 수가 없다.
넷째, 긴급사태에 대처할 필요성이다. 유사시에는 국민의 자유권은 평시와
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수반하여 상당 정도 제약을 받게되
는 것은 필연적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국가전체가 전시체제로 되는 경우
행정부의 임무로서 요구되는 것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행정부에게 고도의 정책
적․기술적 재량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그 재량행위를 전부 합법화하기 위
한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이 입법조치에는 변화하는 비상사태에
행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되므로 이 요구를 충족하여
야 할 입법으로서 자연히 행정권에 의한 입법의 형태가 고려된다. 따라서 각
국의 헌법 또는 의회제정법은 비상시에 있어서 입법조치에 관하여 이를 행정
권에 위임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6)
5) “입법부는 다음의 이유로 위임법률 중에 유의미한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즉 ① 입법자에게는 유효기
간 내에 주제를 상세화할 자신이 없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불명확한 기준설정을 낳는다. ② 다원화사
회에서는 추상적인 규범정립보다도 개별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작업은 행정
기관이 적합하다. ③ 고도로 논쟁적인 주제에 관하여 위임을 하려는 경우 기준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의회 내에서의 합의형성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위임법률 중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곤
란하고 부적절하며, 행정기관에 의한 기준의 명확화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Kenneth Culp Davis,
Discretionary Justice. A Preliminary Inquir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6, p.46.
6) 위임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이상의 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상업, 농업 기
타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제한하여 무역의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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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임입법의 문제상황
19세기 후반의 질서국가는 대내적․대외적으로 질서와 안정의 보장이 그 과
제이었고,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한정되었으며 경제와 사회에 대한 모든 간섭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행위준칙으로서의 법규범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형성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쳤으며, 또한 법률은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질서를 침해할 때 시민의 개별적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권한을 정하였던 것이다. 법률은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의
영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법치국가적 기능이 있었다. 또한
질서를 창설하는 행위준칙으로서 법률은 개념적으로 일반성을 갖추게 된 결과,
법률은 민주주의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는 그 과제를 단순
한 질서의 유지에 한정하는 질서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국가․급부국가․경
제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모를 하나의 공식화된 용어로 표현한다면 “국
가적 과제의 급격한 증가(explosionartige Wachsen der Staatsaufgaben)”7)라고 표
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변천은 당연히 법적 도구론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사회국가․경제국가․급부
국가 및 계획국가는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
에 대응하여 복잡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8)을 사용
시정하는 것, 최선으로 생각되는 방법으로 공동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유지증진하는
것 등 국내산업의 진흥이나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광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Henry William Rawson Wade, Administrative Law, 5th ed., Clarendon Press
1982, p.736-737.
7) Theo Öhlinger, Das Gesetz als Instrument gesellschaftlicher Problemlösung und seine Alternativen. Skizzen zu
einer Grundfrage der Gesetzgebungstheorie, in : Ders.(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Wien/New York
1982, S.18.
8) 종래의 자유주의적인 법치국가론에서의 국가적 과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국가를 표방하였
으며, 그 결과 행정은 공법적 작용형식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도시화․공업화․기술화 등에 따른 사
회경제적 조건의 급격한 변화 및 사회국가․급부국가이념의 정착에 수반하여 행정활동의 범위가 현저
히 증대하면서 행정이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법적․사실적인 수단도 매우 다양화되었
다. 특히, 국가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는 급부행정의 분야와 경제질서에 개입하여 경제활동과 기업을
지도․조성하는 경제행정의 분야에서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계약 기타 수단을 사용
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활동의 전체를 공법적 형식과 사법적 형식으로 구분
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법의 형식에 의한 행정도 비록 능가할 수는 없지만 고전적인
고권행정(Hoheitsverwaltung)의 범위와 중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새로운 국가적 과제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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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치작용을 행하고, 사회의 각종 모순이나 폐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개인의 존엄,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있다.9)
이러한 현대국가의 적극기능은 자유주의에 있어서 시민의 자율에 맡겨졌던 문
제영역이 국가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그 규제가 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
면서 법규의 과잉화(Normenflut), 일상생활의 법화(Verrechtlichung der Lebenswelt),
조문의 복잡화(Paragrafendickicht), 법률의 인플레(Gesetzesinflation)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10) 법치주의의 이념에 근거를 두는 헌법질서내부에서의 국가적
과제의 팽창은 법률의 숫자와 범위의 엄청난 증가를 초래하였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공권력의 발동은 원칙으로 법의 형식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
임무의 증대에 따라 법규의 양도 증대함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
나,11) 다른 한편 국가임무가 증대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생활영역 중 법규범
에 의해 규율받는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은 그만
큼 축소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제정되는 입법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위험하며 보
다 상세한 데이터나 국가임무의 내용․동향 등을 정확하게 종합하여 판단하여
분은 사법적 법형식에 의한 행정으로 수행되고 있다. Peter Badura, Auftrag und Grenzen der Verwaltung
im Sozialen Rechtsstaat, DÖV 1968, S.446ff.
9) 그 점을 Scheuner는 “19세기에서는 법률의 역할은 확고한 항구적 질서의 설정이며, 그러한 질서 중에
서 사회생활은 자유로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률은 이러한 공동생활의 토대만을 규율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국가는 개인 그 자체에 대신하여 사회적 성장의 이름하에 공공복리의 실현
을 가져오려 한다. 그리고 사회국가는 경제생활을 향도하고 경기상황에 비추어 실업률을 낮추고 안정
시키며 인간을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대규모로 행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
여 법률은 사회생활을 구축하고 그것을 넘어서 특정한 정치적 지도이념의 허용하에 사회구조의 변혁
을 가져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Ulrich Scheuner, Die Funktion des Gesetzes im
Sozialstaat, in : Recht als Prozess und Gefüge(Festschrift für Hans Huber zum 80. Geburtstag), Bern 1981,
S.134. Scheuner는 위와 같은 법률의 기능변화가 입법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입법자의 활동범
위를 확장한다고 지적한다.
10) Hermann Hill, Impulse zum Erlaß eines Gesetzes, DÖV 1981, S.487-497 ; Karl Hillermeier, Eindämmung der
Gesetzesflut, BayVBI 1978, S.321-323 ; Konrad Huber, Gesetzesinflation? Aspekte des Gesetzgebungsprogramms
des Bundes, Schweiz. JZ 1977, S.1-9 ; Horst Sendler, Normflut und Richter, ZRP 1979, S.227-232 ;
Christian Starck, Übermaß an Rechtsstaat, ZRP 1979, S.209-214 ; Hans Jochen Vogel, Zur Diskussion um
die Normenflut, JZ 1979, S.321-325. 한편 국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는 이명구, 법의 인플
레와 법치주의의 방향, 현대공법의 이론(牧村 김도창 박사 화갑기념), 학연사 1982 참조.
11) Rupert Scholtz/Klaus G. Meyer-Teschendorf, Reduzierung der Normflut durch qualifizierte Bedürfnisprüfung,
ZRP 1996, 404. 그 외에도 독일국내에 있어서 연방과 주에 인정되는 입법권한의 다원화, 국제법 및 EU
법의 존재, 기본법 제4조3항2문(신앙양심의 자유), 제6조5항(비적출자의 취급), 제21조3항(정당) 등을 필
두로 하는 상세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어떤 법률이 별도의 법률제정을 예정하
고 있는 것(도입법률, 집행법률, 유효기간연장법률 등) 등을 통하여 법률의 과다가 발생한다고 한다.
Gunnar Folker Schuppert, Gute Gesetzgebung. Bausteine einer kritischen Gesetzgebungslehre, ZG 2003, 7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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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입법의 홍수현상은 입헌체제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정도로 입법
부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게 되었으나, 반면 그 결과는 입법의 위임의 증
대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국가임무의 증대와 그에 대처하
여야 할 전문기술적이며 신속탄력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로의
위임은 현실기능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것
은 법형식의 성격에도 적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행정부로의 입법
의 위임이 실제로 입법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기능의 유
지․회복에 이바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12)
입법이 국민의 일반의사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법률관에 입각하는 경우 입법
은 그 내용보다는 형식․기관에 의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입법이 행하는 명령
으로의 수권도 입법의 작품 그 자체로 간주되며 수권내용이 어느 정도 광범하
더라도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는 한 어떠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론은 극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방대한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현대국가 하에서 입법권의 우위, 입법의 민주적 성격이 강조되면 될수록 입법
임무의 증대를 초래하고 이것이 거꾸로 위임입법의 질적․양적 확대를 가져오
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소관을 부분적으로 명령 등으로 보충시키는 것
이므로 그 한도에서 명령은 법률과 대등․경합관계는 없다. 즉 그곳에서는 입
법의 권한상실(Kompetenzverlust)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며, 위임은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13) “끊임없이 장
래에 관하여 그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묵시적 유보하에(stetz unter
stillschweigendem Vorbehalt kunftiger und jederzeit moglicher eigener Ausubung
12) T.Lowi는 위임입법이 초래하는 폐단으로서, ① 정책형성의 중점이 집행부로 이행하고 presidential
government가 확립되어 버린다. ② 복지행정의 분야에서 관료의 재량이 증대하고 진정으로 복지를 필
요로하는 자가 구제되지 않게 된다. ③ 규제행정이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④ 다수결과정의 통제가 미
치지 않으므로 이익집단이 발호하는 이른바 이익집단자유주의(interest-group liberalism)가 출현한다. ⑤
법원은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헌법차원에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법률적합성을 심사하는데 그
친다. 결국 이것은 규제행정의 확대를 조장한다. ⑥ 광범한 위임을 방치하는 대가로서 연방행정절차법
의 요구를 초월한 절차를 규칙제정과정에 부과할 것을 주장하나, 결국 그곳에는 이익집단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민주성도 능률성도 촉진되지 않는다. ⑦ 광범한 위임은 포괄적인 시스템분석(system analyse)
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하여 동기관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⑧ 입법부가 광범한 위임을 방치하고 법원이
그것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 강력한 대통령제가 발생한다. Theodore Lowi, Two Roads to
Serfdom. Liberalism, Conservatism and Administrative Power, 36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295(1987).
13) BVerfGE 3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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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ner Zustandigkeit)” 수권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4) 물론 이러한
법리해석에 관해서는 사실상 행정입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정부․행
정에 의한 권한의 박탈(Kompetenzusurpation)이라는 정치적 실천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비판적 견해를 충분히 자각하
면서 의회주의의 현실기능적 요청에 적합하는 실정법 이론으로서의 위임입법
에 관한 법리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결국 현대국가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그에 수반하
는 대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선 국회에 의한 명확한 정책의 결여는 행정기
관에게 커다란 정책결정을 하도록 방임한 결과를 의미하며 그에 수반하여 행
정기관은 본래 의회과정에서 활동하는 각종이익단체에 의한 정치적 압력을 직
접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행정기관의 본질인 전문기술적․관리적 기능의 수행
이 방해받고 왜곡될 우려에 처하게 되었다.15) 둘째,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의
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결여된 위임으로 인하여 공정한 행정운영이 곤란하
게 됨과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국회에 의한 지침이 되
는 정책적 선택 결여는 법원이 행정기관의 행위를 평가하는 실질적 기준을 가
지지 못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법원에 기대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감독․억제
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넷째, 국회가 지침이 되는 정책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통일적
인 정책결정을 행하는 노력과 자세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정책적 선택의 결여의 결과 국회, 행정기관 및 국민도 그 법률의 목적이 달성
되어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결국 통일성을 결여한 각
행정기관의 의사에 따른 행정으로 귀착하기 쉽다. 다섯째, 중요한 가치선택이
집행부에 의하여 행해지게 됨으로써 행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적․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와 기능강화에 따른 위임입법의 증가현상은 오늘날
의 현저한 법현상이 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것은 입법적 권한에
14) Fritz Ossenbühl, Die Quellen des Verwaltungsrechts, in : Hans Uwe Erichsen/Wolfgang Martens(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9 Aufl., Berlin 1992, S.123.
15) James Freedman, Crisis and Legitim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27 Stanford Law Review 1941,
106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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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점이 현대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괄적․다의적 법률의 제
정과 행정기관에 대한 광범한 실질적 규범정립권한의 부여를 전부 방치한다면
행정권의 한층 비대화와 그에 수반한 의회의 지위의 상대적 저하를 조장함으
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에 저촉하게 된다. 또한 법률에
서 구체화되어야 할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 차원으로 규정됨으로써 법률을 헌
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우려
가 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배제 내지 감소시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위임입법을 항상적으로 감독하는 수단은 무엇이
며, 그 수단이 실제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
가에 중점을 두어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기본적 인권
의 유효한 보장을 위하여 제도로서의 권력분립원리를 채용하고, 기본적 인권
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이라 하여 국회가 이를 규율하는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약원리로서의 법치주의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우리 헌법도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기본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도 국가기능의 확대, 그의
전문화․기술화 등의 현상과 요청에 따라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
본적 인권의 제한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부에 의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
위임입법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
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5조에서도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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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권한으로서의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
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의회유보원칙).
그리고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
잡․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
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
도 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바, 이
러한 결과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
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
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법률로써”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
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
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75조에서는 위임입법은 반
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위임입법의 필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그 바탕으로 하는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 내
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16)
16)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속하나, 입법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규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입법권의 위임은 의회의 입법부담을 덜어주고 입법자에게
부여된 본연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입법권의 위임은 입법자의
지위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업무를 경감하여 입법자가 공동체의 중요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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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위임입법에 관한 입법례 및 운용현실을 보는 경우 입법부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을 결정하여 그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직
접 규정하고, 기술적․세부적인 사항이나 긴급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은 그에 대응함에 적합한 행정부로의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위
임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상위법의 규정의 취지를
일탈한 경우,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등 위임입법에 다수의 문제가 지적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래 행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사회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민주․법치
국가적인 의회로서의 역할수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행정부에서 마련해 온
법률안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소홀히 한 채 통과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위임입법이 양산되어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기 보다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 또는 “행정규칙으로의 도피”라는 비판을 받았다.17)
실제로 보더라도 우리의 위임입법 가운데에는 사회․경제적 국가임무의 증
대와 그에 대처하여야 할 전문․기술적이며 신속․탄력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의 위임은 현실기능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것
으로 간주되어 그것은 법형식의 성격에도 적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만
일 이러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 입법
자에게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여 정작 신중하고
세심하게 심의ㆍ결정해야 할 본질적인 사안의 해결에 전념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너무 빈번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
면할 것이고, 그 결과 법률에 대하여 요청되는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의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된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여하히 강력하더라도 필요성
으로부터 정당성을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 현실의 필요성은 법시스템의 회로를

결정에 전념케 함으로써 입법권의 의미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영역에서의 입
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과제배분은 불가피하며, 다만 입법권의 위임과 관련된 위험, 즉 입법권의 포기를
방지하여 입법자의 책임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75조는 ‘의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야 할 필요성’과 ‘행정부의 규율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헌재 2003.12.18. 2002헌바49)”.
17) 헌재 1998.5.28. 96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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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위임입법의 문제는 이러한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위임입법에 대한 명확성과
모법과의 정합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위임입법의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
과 투명성(Transparency)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에 직접 적
용가능한 위임입법 심사기준 내지 정립기준을 도출함과 아울러 위임입법의 선
진화를 위한 효과적인 체계정비의 차원에서 현행 법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제의 조문을 발굴, 개선시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첫째, 우리의 경우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다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나 학문이론적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원칙론적인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실제로 행정부처에서 위임입법을 제정하
려는 경우 과연 어느 범위와 한계 내에서 위임입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위입입법의 입
안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그리하여 명확한 기준의 제시
가 결여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등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아 공정
한 행정운영이 곤란하게 되거나 효율적인 행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부가 행하는 입법권위임 그 자체에 대한 합헌성 판정기준 내지
행정기관이 위임입법의 제정시에 유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데 중
점을 둔다. 환언하면 입법권위임에 대한 최저한의 헌법적 요청을 우선 명확히
해둘 위임입법의 정립에 즈음한 심사기준(Checkliste)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중점
을 둔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마련은 입법실무상 위임입법의 정립시 또는 정립된
위임입법에 대한 사후평가시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
인 위임입법의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
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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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의 이론에서 출발하
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 여부는 일반적 법률해석방
법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소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서 달라진다……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 보다는 구체성의 요
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
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부
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율대상의 특성
에 따라 심사의 엄격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설정을 위한 전제작업의 일환으로서 또한 우리의 위임입
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동안 헌법
재판소에서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설정과 관련하여 판시한 사례를 검토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헌법재판
소의 결정사례에서 본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위임입
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임입법이 제대로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행
법제를 살펴보는 경우 거의 모든 법제가 시대상황에 따라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에 대한 일정한
전수조사를 거쳐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헌법합치적으로 규율되고 있
는지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다. 물론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이 헌법합치적
으로 충분히 명확하고 예측가능한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만이 아니라 그
규범이 위치하는 법률 전체를 포함한 관련법조항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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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
라 할 것이고, 입법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법률조항이 위
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한 것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현행 법제에서 앞
서 언급한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 내지 심사기준이 유효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또한 현재의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더욱 제고시키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법제를 발굴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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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기준 정립
제 1 절 법률유보․의회유보와 위임입법
행정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법률유보
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활동을 국민의사
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게 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
리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권
의 발동에는 법률에 의한 수권 내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위임권이 인정된다.
일정한 행정분야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행정부는 법률의 수권없이
는 그 분야에 활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가 내에서의 기
능분리 내리 권력분립을 필연적인 전제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률유보의 핵심은 행정권이 어떤 분야에서 법률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그 적용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헌법질서와 관련되어 시대의 헌
법구조와 국가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18)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수권 내지 근거의 문제만이 중요시될 뿐이고, 그 규
율형식에 관하여는 문제삼지 않았다. 법률 그 자체에 의하건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건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
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복잡다양성, 전문성 등의 요청과 의회자신
에 의한 규율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행정권독자의 법정립권한이 증대하게 됨으
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이 공동화할 위험성이 처하게 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
으로는 행정기능의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영역확대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의 과잉화현상과 행정작용의 경직성의 보완․
18) 자세한 상황은 김향기, 법률의 유보와 행정규칙, 현대공법논총(변재옥박사화갑기념), 1994, 57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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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위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법치국가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본질적인 사상의 결정
은 의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며, 행정권에 맡겨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본
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의 등장은 법률유보의 발판이 변화하였음을 의
미하는 것이며,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의회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며, 하위
규범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19)
여기에서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란 의회친화적(parlamentsfreundlich)인 관점
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규율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며, 그
규율은 일정한 명확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 법률유보의 관념이
행정의 어떠한 영역에 대하여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
련되는 것인데 반하여, 의회유보의 개념은 이러한 규율을 행정기관과의 관계
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법률제정기관인 의
회가 직접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영역 내지 사항과 명령에 위임할 수 있
는 사항을 구별하면서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형식적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1)
따라서 의회유보라는 용어는 오히려 법률유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
며, 그것은 위임의 금지(Delegationsverbot)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의회유보의
원칙인 행정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그 부분을 명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의회 스스로가 입법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유보는
일정한 규율밀도(Regulungsdichte)를 요구한다. 의회유보는 일정한 규율사항을
19) 본질성이론은 법치국가원리 및 국민주권원리로부터 입법자는 본질적 결정을 스스로 행하고 행정에 맡
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BVerfGE 33, 301, 303-304). 이것은 국민주권원리는 중요한 생활영역의
질서는 적어도 그 대강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입법자 자신에게 책임이 부여되며 공개의 의사형성과정
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는 다양한 제이익을 형량하여 형성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BVerfGE 41, 251, 259-260). 그리고 본질적이란 통상 기본권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BVerfGE 47, 46, 79). Claus Dieter Classen, Zur Anwendbarkeit des Vorbehalts des Gesetzes und der
Wesentlichkeitstheorie, JZ 2003, S.693.
20) Carl Eugen Eberle, Gesetzesvorbehalt und Parlamentsvorbehalt, DÖV 1984, S.485f.
21) Fritz Ossenbühl에 의하면 ① 의회제정법에 전속하는 배타적인 결정사항, ② 하위법규범에 위임가능
한 결정사항, ③ 행정권에 교유한 결정사항이라는 단계구조를 추정한다면 의회유보는 ①에 해당하는 영
역을 획정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한다. Fritz Ossenbühl,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3, 2.Aufl., Heidelberg 1996, R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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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률로써 규정하였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용적인 밀도
내지 명확성을 가지는 실질적인 규율을 요구한다.22)

Ⅰ. 법규범의 서열선택에 관한 일반적 기준
입법자가 다양한 법규범의 태양가운데 어떠한 법규범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
한 법규범등급의 선택은 자유롭지 않다. 입법구성에 있어서는 의미적합적인
서열선택의 척도로서 단계정당성(Stufengerechtigkeit)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모든 법규범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 명령 - 규칙이라는 계층적 질서가
존재하며 각 법령의 형식은 각기 다른 강한 형식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법체계․법질서의 상호 모순과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령마다 소관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령의 서열을 정하는데 있어서 목적적합
적이고 사안에 적합한 규율단계를 선택하여 법규범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
나 어떠한 사안을 법률로 정할 것인가 또는 명령․규칙으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문제는 법
치국가에서의 법률의 의의와 기능 및 의회유보 내지 법률유보의 범위와 강도
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23) 그러한 의미에서 의회유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임입법의 범위와 강도 내지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규
범의 서열선택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22) Jürgen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Zur Wesentlichkeitstheorie und zur Reichweite
legislativer Regelungskompetenz inbesondere im Schulrecht, Berlin 1986, S.30.
23) 이강혁, 의회유보의 원칙, 월간고시 1985.1., 62면. Carl Eugen Eberle, a.a.O., S.485f. “법률유보”의 개
념이 행정의 어떠한 영역에 대하여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것인데 반하
여, “의회유보”의 개념은 이러한 규율을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
니라, 헌법상의 법률제정기관인 의회가 직접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영역 내지 사항과 명령에 위
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면서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형식적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
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의회유보라는 용어는 오히려 법률유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의회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그 부분을 명령 등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의회 스스로가 입법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규
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행정법학이론(이명
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6, 3면 이하 참조.
24) 국내에서 의회유보의 적용범위의 지시관점에서 법규범의 서열선택을 지시하는 견해를 살펴보면, ① 특히
반드시 의회의 심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서 의회에서 공개적 심의절차를 통
하여 상호 타협하거나 이익형량을 행할 필요가 없는 순수 법률시행규정, 수업․진급문제 등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 상위의 법원칙을 기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고 어떤 타협이나 이익
형량을 행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항, 계획법의 부문에서와 같이 행정부문에서 의회에서의 심의절차와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나 이해를 조절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는 부문, 과학기술의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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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율소재의 중요성
법률은 헌법상 다른 법률종속적 규율보다도 높은 지위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는 법률의 우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법률종속적 규율에 대한 조종기능
으로 부터 나온다. 또한 법률의 제정절차는 본질적으로 보다 정식화되어있고,
보다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다 철저한 심의를 보장하고 있다. 그
리고 법률제정절차는 더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 의하여
국민으로 부터 직접 선출되었다는 인적 민주적 정당성이 아니라, 의회의 입법
절차에는 반대파의 참가가 보장되어 있고 민주적 다수결이 행하여지기 때문이
다.25) 이 모든 것에 의하면 법률제정절차는 본질적으로 보다 복잡하고 보다
집중적이며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요청을 보다 만족시켜주며, 이러한 절차
를 거쳐 제정된 법률은 더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의 비례라는 요청에 의할 때 특별히 중요하고 원칙적이
고 방향설정적인 결정은 오직 법률로 하여야 한다. 헌법이 보다 복잡한 절차
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법률과 명령에 대하여 상이한 규정을 두며, 이
두가지의 법규범에 상이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면, 특별히 의미있고
개인이나 공중에게 특별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규율소재는 보다 복잡하고
철저한 절차로 정립되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26)
특히, 국민의 자유․권리와 관련한 중요한 규율은 반드시 법률로 행하여야 한
다. 법률과 법률종속적 규율의 기능과 구조적 차이에서 볼 때 법률이 보다 기본
권에 적합하며, 기본권보호적인 결정을 가져오기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이다.27)
같이 상대적으로 변경이 자주 행해지는 부문 등을 지적하는 견해(이강혁, 전게논문, 62-68면) ② 객관적
중요성, 사인의 기본권적 지위에 대한 규율의 강도,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이라는
관점에서의 규율의 정치적 중요성, 연방제의 관점에서의 정치적 중요성, 국가 및 사인에 대한 재정적
중요성, 조직․관리상의 중요성 등을 법률사항의 척도로 제시하는 견해(서원우, 행정의 유보론의 문제점
(하), 고시연구 83～84면) ③ 규율의 중요성, 기본권적 중요성, 정치적 중요성을 지적하는 견해(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에 관한 연구 -의회유보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1992.12., 144-160면) 등이 있다.
25) Hasso Hofmann/Horst Dreier, Repräsentation, Mehrheitsprinzip und Minderheitenschutz, in : Hans Peter
Schneider/Wolfgang Zeh(Hrsg.),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Berlin/New York 1989, Rn.24.
26) 규범의 중요성은 ① 수범자의 크기 및 규율대상이 되는 사안의 숫자, ② 규범이 기본권에 개입하는
강도, ③ 규범이 지닌 정치제도적 중요성(예컨대, 공동체 상호간의 과제분배, 국가기관의 권한 또는 정
치적 권리의 행사 등), ④ 규율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 ⑤ 관련당사자나 유권자 또는 의회내에서 고려
되어야 할 당해규범의 수용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Georg Müller, Elemente einer
Rechtssetzungslehre, 2.Aufl., Zürich/Basel/Genf 2006, S.133f.
27) Georg Müller, Inhalt und Formen der Rechtssetzung als Problem der demokratischen Kompet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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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권과 관련된 일체의 결정이 법률로 행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즉, ① 국가와 시민이 당사자로서 서
로 대립하는 일면적 기본권규율(Eindimensionale Grundrechtsregelungen)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영역에 대한 국가적 침해로 부터의 예방적 기본권보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기본권주체 상호간의 기본권영역을 구획해 주어야 하는 다면적 기본권
규율(Mehrdimensionale Grundrechtsregelungen)에서는 대립하는 기본권주체 상호
간의 기본권범위를 형량하여 구획함으로써 기본권영역상의 목적충돌의 필수적
이해조정과 결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위의
두가지 요소가 포괄된 복합적 기본권규율(Komplexe Grundrechtsregelungen)에서는
특히 상이한 정치적․사회적 및 세계관적․법적인 이익과 관점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법률로 행하여야 한다.28)
지배적인 가치의 적절한 변천의 문제는 법률형식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이익상황이 복잡하면 할수록 법률제정권자인 의회에서 필요한 규율
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기본권관계에 있어서 입
법자의 과제는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기본권 상충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으며,
입법자는 그 충돌관계를 미리 법률 가운데에 해결해 두어야 한다. 만약 이것
이 가능하지 않다면 입법자는 집행권에 의하여 개개의 경우에 행해질 수 있는
충돌관계의 해결방안을 가능한 한 미리 규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
적 규정이 가질 수 있는 만일의 불명확성을 보상하기 위해 조직규정과 절차규
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의 우위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명령보다 법
률에 더 많은 법적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강령적 규율, 근본적․
지도적 결정, 대강적․원칙적 규율 등은 명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정책상의 근본적인 결정은 보다 상위의 법규범단계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Basel und Stuttgart 1979, S.110f.
28) Georg Müller는 “법치국가헌법의 필수적 구성부분인 기본권도 입법권한을 국가기관에 분배하는데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명령은 그를 위한 기초로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중대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법률형식의 요구
는 그러한 규정들이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특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되어야 함
을 의미할 뿐이다.”고 한다. Ders., Elemente einer Rechtssetzungslehre, aaO., S.13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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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규율소재의 중요성판단을 위한 위와 같은 기준이나 관점들은 부분적으
로 결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형량이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다른 계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일정한 원
칙에 따라 중요성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입법자 자
신이 규율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라는 확인으로 만족한다. 어떤 규율소
재의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확실히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준들을 고려하는 것은 입법권과 집행권간
에 입법권한의 분배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주며 책임의 귀속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함(Wichtigkeit)

중요하지 아니함(Unwichtigkeit)

∙다수의 수범자

∙극소수의 수범자

∙정리되어야 할 행동양식이 매우 다양

∙정리되어야 할 행동양식이 적음

∙과제달성의 기본원칙과 목표

∙행정내부적으로 관련된 기술적 세부사항

∙과도한 기본권침해

∙부수적인 기본권제한

∙광범위하고 특히 심각한 책임부여

∙중요하지 않는 책임

∙매우 큰(비싼) 성과

∙적은 (부수적) 성과

∙특별히 막중한 재정적 효과

∙부수적 재정효과

∙공과금법(부과대상, 부과의 기본원칙,

∙부과와 납세의무자를 구체화하는 세부

납세의무자의 범위)

사항, 소액요금

∙행정기관설치/조직의 기본원칙

∙행정기관조직의 세부사항

(구성, 구성원선출)
∙행정기관의 관할권에 관한 기본원칙

∙관할권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주요과제)

∙부수적 이탈 또는 중요하지 않은 규정의

∙기본원칙과 기본규정에서 현저한 이탈

예외사항

∙중요한 정치적 의미, 즉 현저한 반대

∙약소한 정치적 의미

혹은 막중한 정치적 정당성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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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주의적 정당화의 필요성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의 의미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일정한
규율은 의회법률로서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그 규율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29) 의회유보는 입법권의 필수적 활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
보의 타당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는 그 규율대상을 명령제정권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의회유보가 적용되는 한 법규범의 서열선택은 의회의 자
의에 맏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종속적 입법행위에 의한 규율은 금지된다.
이러한 의회유보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법률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의회에서의 심의를 통하여 법률안의 내용이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의가 수렴되며, 여러가지 상이
한 의견이 서로 타협할 수 있다는 점은 국회에서의 심의가 가지는 최대의 효과
라고 할 수 있다.30)
그러한 의미에서 의회에서 공개적 심의절차를 통하여 상호 타협하거나 이익
형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법규범은 민주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의회법률로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1) 또한 소수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에
도 의회유보의 타당성이 지적된다. 법률의 제정절차, 즉 의회입법절차는 소수
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소수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법적 수단이 명령
제정절차보다 더 잘 보장되어있다. 어떠한 규율대상을 의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소수가 전혀 고려됨이 없이 방치되는 결과는 없어지는 것이다. 적어도 다수가
소수의 입장을 논의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그 자신의 입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는 반대파의 참가를 보장한다. 이로써 의
회는 민주적 다수결원리와 소수의 보호를 명령제정절차에 있어서 보다 더 잘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민주적인 다수파의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명령제정절차와 비교할 때 소수파의 참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다수
29) Carl Eugen Eberle, a.a.O., S.485f.
30) BVerfGE 40, 237(249).
31) BVerfGE 41, 251(260). 심의의 공개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시민이 본회의장에 직접 가서 심의를
방청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개의 효과를 거두는 방식이다. 협의의
공개는 이 가운데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Jürgen Bröhmer, Transparenz als Verfassungsprinzip,
Tübingen 2004, S.99. 이 공개원칙은 본회의에 대한 요청이며 위원회심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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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결정의 과정에서 반대파의 정당한 권리가 중요하게 관계될 수 있는 내용은
명령에 의하여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3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정치적 논쟁(politisch Kontroverse)사항은 반드
시 법률이라는 수단으로 결정되어야 한다.33) 이는 무엇보다도 법률의 제정기
관인 의회는 정치세력간의 특별한 논쟁사항에 대한 토론과 최종적 결정을 위
하여 결정절차에의 반대파의 참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의
입법절차에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타협의 강제, 결정이유 내지 근거의 강
제, 따라서 기대되는 법률제정절차의 보다 커다란 통합실현기능을 거둘 수 있
기 때문이다. 법률제정절차가 명령제정절차보다 커다란 공개성과 투명성을 가
진다면 논쟁이 되고 있는 견해가 토론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요약되고 명확해
질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34)

3. 법정립의 경제성
법률의 제정절차와 명령의 제정절차를 비교할 때 전자는 본질적으로 매우 정
식적이고 복잡하며, 후자는 덜 번잡하므로 신속한 규율화 내지 규율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은 인적․물적으로 다수의 비용과 시간적
소모를 요하는 반면 명령의 제정절차는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법률의
경우보다는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32) 민주주의적 측면은 헌법에 의한 입법권한의 분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로부터 유
권자는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규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정이 가진 정치적 파급효와 결정기관의 정치적 정당성의 정도가 중요하면 할수록 법질서의 단계구
조에서 규범이 차지하는 서열은 높아진다. Kurt Eichenberger, Von der Rechtsetzungsfunktion im heutigen
Staat, ZSR 1974, S.21f. ; Roland Feuz, Materielle Gesetzesbegriffe, Bern 2002, S.79ff.
33) 기본권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규율사항이더라도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는 중요 안건에 관해서
는 의회제정법에 의한 규율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Wilfried Erbguth, Die Nordrhein-Westfälische
Braunkohlenplanung und der Parlamentsvorbehalt, VerwArch 86(1995), S.342. 그러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
한다는 지표가 본질성의 평가기준으로서 일의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Hans
Jürgen Papier, Die Vorbehalt des Gesetzes und seine Grenzen, in : Volkmar Götz Hans Hugo Klein
Christian Starck(Hrsg.), Die öffentliche Vrewaltung zwischen Gesetzgebung und richterlicher Kontrolle,
München 1985, S.43.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당해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BVerfGE 98,
218(251).
34) Michael Kloepfer, Wesentlichkeitstheorie als Begründung oder Grenze des Gesetzesvorbehalts?, in :
Hermann Hill(Hrsg.), Zustand und Prespektiven der Gesetzgebung, Berlin 1989,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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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식과 법적 안정성
어떠한 규율의 상대방 내지 이해관계인이 광범위하면 할수록 그 규율에 대
한 폭넓은 법인식을 확산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
되므로 이러한 수범자 범위의 광범성은 법규범의 서열을 정하는 중요한 척도
가 된다. 따라서 소수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물론 커다란 의의가 있을 수 있음
은 오늘날 처분적 법률의 증대현상을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으나, 전체적으
로 볼 때 어떠한 규율내용이 적용사례를 더 많이 가질수록 그 규율은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규율이 미래의 세대에 대하여 까지 결과를 야기할 정도로 장기적 확
정성을 가진 것(예컨대, 핵폐기물의 처리문제/원자력발전소의 건설/교육과정의
확정/군비문제와 관련한 사항 등)이라면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법적 안정
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의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성립한 관습
법의 개폐도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법률로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5. 상황적합성과 지속성
지금까지의 상태를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결정은 법률이 타당성을 지시하여
준다. 따라서 상황적합성과 지속성이라는 척도는 법률의 타당지표인 것이다.
그러나 규율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부문을 제외한 신속한 변경과 전문기
술적 측면에서의 상황적합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부문은 명령으로도 가능하다.

6. 법질서의 조망가능성
내용적 측면에서 규율단계에 대한 적절한 선택은 법령의 존립에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지는 투명성(Transparenz)을 담보하여 준다. 따라서 사소한 내용에
대한 규율의 확장과 광범위한 규율밀도의 채용과 같은 일방적인 법정립행위는
법질서의 조망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법률의 제정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이해관계인의 보다 많은 참여가 보장되어 결과적으로 철저하기
때문에 명령보다도 높은 합리성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사실상의 관점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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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잠재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
는 예측적 성질을 가지는 결정은 법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관점은
상당한 잠재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커다란 비용을 들인 후에만 변화시
킬 수 있는 미래를 확정하는 규율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Ⅱ. 위임의 범위 확정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입법자가 법규범에 관한 모든 결정을 직접 행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입법자는
헌법이 그 결정을 법률에 유보하여 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법규범으로서의 법률의 성격과 입법의 임무로부터 모든 임의적 문제를
법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재적 한계가 도출된다. 여기에서 의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하위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 필요성은 구
체적으로는 집행부의 영향력의 상승과 의회의 입법부담 가중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사회국가에서 사회현상은 복잡성․전문성을 띠게 되고, 국민생활에의
국가적 개입의 빈도가 점차 증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률 역시 전문성과
기술성을 구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내용상의 복합성은
많은 사람들이 법정립기능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집행부가 법정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 법치국가적 유보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영역에
서도 인정되고 집행부내부의 지침에 의해 규율되고 실무에 있어서도 허용되고
있다.35)
그러나 집행부가 입법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연적 현상이면서
도 또한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 이유는 집행부는 방대한 관료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비전문적인 의원들로 구성
된 의회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 행정입법의 과잉증대는 자칫하면 의회의 입법
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는 법정립에
서 부분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양호한 법에 대한 문제가 간과될 우
려가 있다. 또한 입법의 임무를 예외없이 의회에 유보하는 경우 그것은 의회의
35) Reinhold Hotz, Methodische Rechtsetzung. eine Aufgabe der Verwaltung, Zürich 1983,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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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동시에 명령제정은 입법절차의 번잡한 과정과 비교
하여 볼 때 일반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의 형식을 명백히 단순화하고 촉진시키
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의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법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의회의 입법권이 다른 국가기관, 특히 집행부에 위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는 확립된 것으로서 정착되어 있으며, 각국의 헌법에서도 이를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법권위임의 필요성 내지 행정입법의 필요성
이 의회의 입법과 집행부의 법정립을 명확히 구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역시 이 점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그 해명은 자연히 학설과
판례의 역할에 맡겨지게 된다. 기타 행정규칙의 법규범적 성격, 행정입법의 한
계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입법권위임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이 일정한
규율을 오로지 입법자에게 유보한 경우 또는 입법자가 스스로 몇가지 사항을
종국적으로 이미 규범화한 경우에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입법자가 법률의 시행령을 정립하는 권한을 집행권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형식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36) 포괄
적이고 일반적 수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권력
분립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37)
결국 위임입법의 보급은 변화된 민주주의관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적 필요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변화되는 법규정개정의 필요성을 다소 신속
하고 적합하게 실효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부의 법정립의 일부를
이양하는 것은 입법부의 부담경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위임입법이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
36) G.Müller는 “법률의 하위단계에서 입법권한분배를 조정할 또 하나의 방법은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입
법권한을 집행부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기관(예컨대 법원)에 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법률위임
(Gesetzesdelegation)이라 표현되고 있으며, 이 경우 단순한 법률 “집행” 그 이상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입법자는 그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한다는 의미에
서 그 어떤 것을 ‘위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입법자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법
률로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따라서 명령을 통한 규율에 맡기고자 하는 것을 확정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미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입법권한분배를 구체화하거나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따름이다. 그러나 입법권한분배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아니라 헌법이다. 따라서
‘법률위임’이라는 표현 대신에 입법자가 헌법이 ‘명령하는 범위(Anordnungsspielraum)’ 내에서 혹은 헌
법의 ‘불명료한 영역(Unschärfebereich)’에서 집행부에 입법권한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할 것이다”고 한다. Georg Müller, Elemente einer Rechtssetzungslehre, aaO., S.141f.
37) Ulrich M.Gassner, Parlamentsvorbehalt und Bestimmtheitsgrundsatz, DÖV 1996, S.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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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우선 법정립권한의 위임은 다음과 같은 관점
에서 검토하여야 한다.38)

1. 유연성과 적응가능성
법률의 제정절차는 명령의 제정절차보다 복잡하고 철저할 뿐만 아니라 둔화
되고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쉽게 변화되거나 적응되어야 할 규
율에의 필요는 법률종속적 규율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헌법이 보다 유연하
고 적응력 있고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규율과 시간상․처리상 번거롭고 반대파
의 참가를 보장하며 둔화된 절차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율이라는 두가
지의 상이한 규율형식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 점은 규율대상의 규율형식에의
배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연성이라는 척도는 규율대상의 위임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명령은 법률상의 원칙적 결정에 대
해 계속적 기술을 위한 유연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은 번잡
한 절차를 거친 뒤에만 변경될 수 있으며 그것의 기능상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규율에 적합한 반면 명령은 유연성과 적응가능성으로 특징되고 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적응을 요하는 규율은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실관계의 발전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종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법은 행위규범
내지 기술수준을 일회적으로 확정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기술수준
을 법률로 정한다면 법률로 정해진 기술수준과 사실상의 기술수준간의 일치는
법제정의 초기단계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양자의 일치를 위해서는 끊
임없는 법률개정이 요구된다.39) 다만, 기술발전이 정체되어 있거나 거의 완성
된 경우에는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규율성숙성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률로 기술수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법률보다는 명령이 기능에 적합한 규율도구인 것이다.
38) Werner Hugger, Ziel- und Maßnahmenfindung :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der Gesetzgebung. Ein Lehr und Lernhilfe, Regensburg 1984, S.275f.
39) Fritz Össenbühl, Die Bewertung technischer Risiken bei der Rechtsetzung, DÖV 1982, S. 83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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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율대상의 자율성
유동적이거나 새로운 학문적 연구결과가 가까운 장래에 기대되고 있는 경우
에는 법률의 적용대상, 나아가서는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학문과 경험에 의해 계속 발전되는 급속한 변화는 법률에 의한 확정에
의하여 차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이 반드시 제한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형성에 따라서는 자유영역의 확보와 자율성의 존중에 기
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의 구조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영역 예컨대 학교문제에 있어서의 수업․진급 등 교사의 학문적 자유의 영역-40)은
부분적으로는 법률로 규정될 수 있는 구성요건의 범위 외에 있다.

4. 실험상태
이것은 발전되고 있는 사실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의 종국적인
채택에 대한 명확성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실험이 실시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상태
에 있어서는 필요한 규율은 법률로 된 지도적 결정의 근거 하에서 우선적으로
법률종속적인 규율로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41) 특히, 예상되는 실험기간
동안 법적 근거의 광범한 변경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 규율하여야 할
관계가 충분히 조망할 수 없다면 규율을 포기하거나 한정적 효력을 가지는 한
시법을 제정하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만의 법률종속적 규율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법률종속적 규율의 부담경감성
법률의 제정절차와 명령의 제정절차의 기능적․구조적 분석에 의하면 입법
자는 중요하고 특히 기본권과 관련되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거나 복잡
40) 이강혁, 전게논문, 66면.
41) 입법형식의 선택은 또한 당해 규율이 안정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탄력적이어야 하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이며 법적안정성이 보다 많이 요청되는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법률이 바람
직하다. 왜냐하면 법률은 상대적으로 개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어떤 규정이 변화된 상황
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영역에서 최초로 실험적 규율을 행하는 것이 문
제된다면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도 개정될 수 있는 명령이 바람직하다. Fritz Ossenbühl, Gesetz
und Verordnung im gegenwärtigen Staatsrecht, ZG 1997,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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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명령은 중요하지 않고 논쟁이 되지
않으며 거의 기본권과 관련되지 않은 결정으로 부터 의회의 책임을 면제시켜주
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률로 부터 파생되는 법원인 명령은 집행기능, 실시
기능, 구체화기능 등에 의하여 의회법률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
서 사소한 정치적 내용을 가지는 결정은 명령에 위임될 수 있다.42) 법률로서
행하여진 원칙적 결정을 속행하는 규율은 명령의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한 규율에 의한 의회법률제정자의 부담경감은 의회에게 중요한 결정
에 대한 집중을 가능케 함으로써 법률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6. 분산적 해결의 필요성
법률은 우선적으로 집중적․중앙적 규율에 적합하며 명령은 집중적 해결이
나 분산적 해결을 가능케 한다. 집중적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그
것은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율할 수 있다. 반면 사항적․장소적 이유로 또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산적 규율이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명령이라는
규율도구가 적합한 규율형식이다. 통일적인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분산적인 결정주체의 위임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7. 긴급한 상황성
긴급한 상황에 대한 규범화의 필요성이 있으면 규율대상 그 자체로는 법률
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명령에 의한 규율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어
떠한 규율이 법률로 행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적시에 행하여
질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음의 전제조건하에서 예
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즉, 우선 명령제정권자에로의 위임은 명확한 수권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우선적으로 법률로 된 규율이 행하여져야 한다. 둘째, 헌
법상의 권한배분이 유용성의 고려에 의하여 쉽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보다
번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기는 하나 기능적․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높
은 가치를 가지는 입법절차를 의식적으로 회피하여 명령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42) Rene A. Rhinow, Rechtsetzung und Methodik, Basel/Stuttgart 1979, S.22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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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한다는 관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자체로는
법률을 요하는 규율의 명령제정권자에로의 위임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43)

8. 규율대상의 전문성과 기술성
법률의 제정절차는 명령의 그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매우 철
저하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다는 견해를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적 부문문제를 처
리하는 전문지식이나 능력은 여전히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우위에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규율대상의 전문성은 법률보다는 명령
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규율대상의 기술성도 의회유보의 타당성을 부인하
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사항에는 자주 고도의 정치적인 가치평가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명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
의 규율사례에 있어서 기능과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5) 기
술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명령으로 규율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세부적인 것에
관한 규율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 법률로
규율할 수도 있는 것이다.46)
결국 어떤 사안이 헌법에 적합한 규율형식으로 증명될 경우에는 법률을 선
택하여야 한다. 당해 규율을 법률로 행하는 것 보다는 모든 관점을 형량하여
명령이 법률보다 더욱 적절한 규율형식으로 입증된다면 법률로 정하여서는 아니
43) Alexander Ruch, Das Recht in der Raumordnung, Basel/Frankfurt am Main 1997, S.58ff.
44) 법규범을 제정해야 할 기관이라면 규율대상인 소재에 관한 충분한 판단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집
행부는 입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입법부는 오히려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들을 취급하게 된다. 의회의 강점이란 제안되고
있는 해결방안들이 정치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과정에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며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데 있지, 형성적 세부작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Alexander Ruch,
Sachkunde und Entscheidungskompetenz in der Rechtssetzung, in : Kurt Eichenberger/Walter Buser/Alexandre
Metraux/Paul Trappe(Hrsg.), Grundfragen der Rechtssetzung, Basel 1978, S.207ff.
45) Hansjörg Seiler, Gewaltenteilung, Bern 1994, S.286ff.
46) 불확정 법개념은 법적용기관으로 하여금 개별사례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고 “타당한” 결정을 내리
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띨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률의 불확정성은 명령단계에서의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통해 “채워질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수범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법적안정성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개별사례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등취급을 용이
하게 하는 규정을 통해 법률을 보충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명령을 통한 구체화가 적합하다. Luzius
Mader, Regulierung, Deregulierung, Selbstregulierung. Anmerkungen aus legistischer Sicht, ZSR 2004, S.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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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명령에 의한 규율이 최적의 기본권보호라는 의미에서 보다 적절한
규율형식이라면 입법자는 법률보다는 명령에 의한 규율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다. 입법자는 법률형식으로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에 적
합한 것일 경우에는 그에 전념하여야 하며, 법률형식으로 하는 것이 의심스러
운 경우에까지 법률로 완전히 규율해버리고 명령에의 수권을 포기하는 방식은
회피하여야 한다. 지나친 법률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
선 입법자의 입법행동은 헌법의 이념과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47)

제 2 절 위임입법의 실효적 통제를 위한 최근 동향
Ⅰ. 개 설
행정기능의 확대와 기능강화에 따른 위임입법의 증가현상은 오늘날의 현저한
법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점이 현대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위임입
법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본래의 입법기관인 입법부에 의한 통제 그리고 구
체적인 분쟁의 심판기능을 가지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행정입법절차 등을
통한 행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위임입법권의 수임
기관인 의회가 위임입법을 감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으로서 행사되는 통제방
법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전적․예방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위법여부의 유권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법령심사권에 의거하여
위임입법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입법의 실효적인 통제방안도 각국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예컨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사법부 또는 행
정부 자체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점은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이다.48) 프랑스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는 사항
47) 규율권한의 배정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국가기관들 중의 어느 기관이 그 정당성과 업무방
식, 그 기구와 절차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에 적정한 규율을 가장 잘 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Thomas Cottier, Die verfassung und das Erfordernis der gesetzlichen Grundlage, 2.Aufl., Zürich 1991,
S.171f. Armin von Bogdandy, Gubernative Rechtssetzung, Tübingen 2000, S.208ff.
48) 미국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연방의회의 권한위임에 관하여 판례상 위임법리(delegation doctrine)로
부르는 원칙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사법통제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해 위임법리는 의회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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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외의 것은 행
정부가 발하는 명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37조). 이러한 형
태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나아가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정부가 법률명령(Ordonnance)라는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38조). 입법사항에 대하여 압도적 우위에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임입법
에 대한 의회통제는 사실상 무력하다.49)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도 위임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는 위임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수단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
리의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시사점
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몇가지 사례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독일의 사례
1. 위임입법에 관한 기본법규정과 해석론
독일에서의 위임입법은 실질적 법규로서 의회에서 정립되는 형식적 법률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며 수범자인 일반국민 뿐 아니라 법관도 이에 구속되는 일
위임에 즈음하여 그 목적을 명시하고 또한 피위임권한의 행사범위, 법형식 및 행사방법에 관해 명확
한 기준을 설정해 둘 것을 요구한다. 그 목적의 명확화 및 행위기준의 설정으로 법원도 수임기관의
재량권남용을 사법심사하는 때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임법리에 관해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면,
미국연방대법원에서도 당해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위헌판결이 내려는 사례는 1930년의 수건에 그
치며, 이후에는 점차 완화 그리고 형해화되는 경향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소위 New Deal이후 공정하
고 합리적(just and reasonable), 공공이익(public interest), 공평(fair, equitable) 등이라는 다양한 추상적 기
준에서조차 합헌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위임법리의 요건이 매우 형해화의 양상을
노출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대단히 광범한 정책목적 및 추상적인 행위기준조차 설정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백지위임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위임조차 현대행정국가에서 효율성과 기동성의 관
점에서 허용하는 경향에 있다.
49) 프랑스헌법 제38조에서는 ① 정부는 그 강령의 집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
치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법률명령(Ordonnance)을 제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률명령은 국사원(Conseil d'Etat)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각의에서 정한다. 법률명령은 공포후 즉시 효력을
발하나 추인을 위한 정부제출법안이 수권법률(loi d'habilitation)에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에는 실효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 후에 법률명령은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 정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
한 입법조치의 내용과 제정기한을 명시한 수권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서
신규입법이나 법률개정을 할 수 있다. 입법부에 의한 견제는 사전에 이 수권법률의 심의로, 사후에는
법률명령을 추인하는 법률의 심의로 행해진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헌법구조상 국회와 정부를 비
교하면 정부가 압도적 우위에 있으나, 이를 달리 보면 입법부가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
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이 법률을 포함 당초의 법안이 수정되지 않고 성립
되는 것은 거의 없다. 1958년 제5공화국헌법 성립이후 현행헌법 하에서 다수의 수권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이미 200건 이상의 법률명령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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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일에서 위임입법 제정권은 행정부에 의하여 수행되
며, 그러한 의미에서 위임입법권은 의회입법권에 파생되어 성립되는 이차적․
파생적인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다.50) 다만 위임입법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
하고 있더라도 그 과잉현상이 의회의 입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이
일정한 규율을 오로지 의회에 유보한 경우 또는 의회가 스스로 몇 가지 문제
들을 종국적으로 이미 규범화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
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어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독일에서의 위임입법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회는 위임된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
자로서의 그 책임의 포기로 간주하며51), 행정부는 명령정립에의 불명확한 수
권에 의거하여 의회에 대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정립되고 있다. 한편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8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0조 (법규명령의 제정) ①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는 법률에 의하
여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률로써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Inhalt, Zweck und Ausmaß)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은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권한의 위임을 위한 법규명
령이 필요하다.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취지목적은 명령권의 위임은 오로지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음을 밝히는 한편 위임의 법적 근거를 법규명령 가운데 명
문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에 위임의 한계로서 직접적으로 문제
가 되는 것은 제80조 제1항의 제2명제인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가 명확하
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통상 명확성조항(Bestimmtheitklausel)이라 부르는 부분의
해석이다. 이 명확성조항이 규정된 취지는 위임의 내용, 목적 및 범위에 명확
50) Fritz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RD, Bd.Ⅲ, Heidelberg 1988, S.388.
51) BVerfGE 1, 60 ; BVerfGE 3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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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명령의 내용을 법률과 결부시켜 입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었다.52)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명확성조항은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다. 원래 부여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란 각
각 무엇을 의미하는 가는 자명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내용, 목적 및 범위의
각각의 명확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명확성에도 단계가 있으므로 결코 용
이하지 않다. 특히, 법률과 명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 점차 복잡다기하게
되고 있는 만큼 더욱 곤란하다. 결국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의 명확성여부
의 판단은 사례별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53)
이에 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수권법률이 명확성조항에 합치하고 있는가
의 여부에 관하여 지금까지 상당수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초기단계에서는
위에 언급한 명확성조항의 해석에 관한 정식을 도출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해
석하고 약반수의 법률을 이 명확성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판결을 내렸
다.54)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위헌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명
확성조항의 해석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점은 제80조 제1항의 제2명제인
“법률로써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의
해석의 변천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초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어떻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성으로서” 그 법률 중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55)라고 엄격히 해석하였으나56), 이를 서서히 후퇴하였다.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부터 명확히 되면 족하다고 완화하여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법률의 조
문 가운데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는 없고 그 법률전체의 해석을 통하여 그것
이 명확히 되면 족하다라고 확대하였다.57) 때로는 당해 법률의 범주를 넘어서
52) Ulrich M.Gassner, a.a.O., S.18f.
53) Bryde, in : v. Münch(Hrsg.), Grundgesetz Kommentar, aaO., SS.238-239.
54) Siegfried Magieri, Allgemeine Regelungsgewalt(Rechtsetzung) zwischen parlament und Regierung, Zur
Auslegung und zur Reform des Art.80 GG, Der Staat, Bd.13, S.18.
55) BVerfGE 2, 334f ; 7, 303.
56) 해석론적으로 판례의 경향과 같이 엄격한 해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F.Klein을 들 수 있
다. 그는 “수권내용, 목적 및 한계의 규정은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일의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정밀하게 하여야 한다. 수권법률에 있어서 완전히 정밀한, 모든 의문을 배제하는 규
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Ders., Verordnungsermächtigungen nach deutschem Verfassungsrecht, in : Die
Übertragung rechtsetzender Gewalt im Rechtsstaat, 1952, S.68.
57) Bruno Schmidt-Bleibtreu/Franz Klein, Kommentar zum Grundgesetz für die BRD, 8 Aufl., Berl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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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국제법인 조약에 비추어 의미를 연관시켜 명확성의 근거를 구
하는 방향으로 일탈하고 있다.58) 이러한 명문의 헌법규정에 저촉하는 확장해
석에 대하여는 시민이 그 법률의 수권에 의거하여 어떠한 내용의 명령이 발해
지는가가 예측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받고 있다.59)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명확성조항의 해석을 현저히 완화하였으나 최
근에 이르러 통일적인 명확성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하고 그에 대신하
여 명확성의 기준에 단계를 부여하여 세분화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60) 그 단계별 세분화의 기준은 제80조 제1항과 기본법 전체와의 관계로부
터 발생한다. 즉 한편에서 명령에 의한 규제에 관련된 사항의 헌법적 가치 내
지 지위의 중요성여하에 의하여, 환언하면 기본권에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명
확성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것이다.61) 구체적으로는 일정의 특수한 기본권에
S.865. 대표적 결정례로서 ①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그 법률 중에 규정되어야 한다란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가 그 법률의 조문 중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및 수권규정을 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해석원칙이 수권
규범의 해석에 관해서도 타당하다. 중요한 것은 그 규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법률제정자의 객관적 의
사이다.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은 수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표현되고 있는 것
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수권은 단지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BVerfGE 8, 312). ② 기본법 제
80조 제1항 제2문은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가 그 법률의 조문 중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수권규범도 일반원칙에 따른 해석을 받아들인다
(BVerfGE 28, 85).
58) 대표적 결정례로서, ①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해석하는데 즈
음하여 다른 경우에도 그러한 것처럼 그 규범의 다른 규정과의 의미연관 및 그 법률상의 규율이 총체
로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수권규범의 문언 및 수권이 놓여져 있는 의
미연관으로부터 명확히 되는 곳의, 그 규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법률제정자의 객관적 의사이다. 제정자
도 특히 해석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다(BVerfGE 8, 307). ② 어떤 법률에 의한 수권
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다른 법규정의 지시의 도움을 빌려서도 명확히 할 수 있다. 법률제정자는 법
규명령정립의 수권에 있어서 유럽공동체법상의 제규범이나 제개념도 지시할 수 있다. 공동체법과 국
내법의 다양한 관련성은 공동체법의 지시를 국내법의 지시와는 달리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다(BVerfGe
29, 210). ③ 법규명령정립에 즈음하여 추구하여야 방향성과 프로그램은 관세의 의의와 목적으로부터
및 관세법이나 관세정률법의 분야에서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조약 및 협정으로부터 명
확하게 된다(BVerfGE 19, 31).
59) 특히 D. Jesch는 연방헌법재판소자신이 명언한 예견가능성의 요구와 양립할 수 있는가를 문제시한다.
수권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재판소에 의하여 올바
른 해석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에는 정립되는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예견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
다고 비판한다. Dietrich Jesch, Gesetz und Verwaltung, Tübingen 1961, S.215f. 또한 K. Hesse는 수권의 내
용등의 해석을 행정기관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의회의 책임강화라는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취지
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법률제정자의 수권을 구체화하는 의무를 면하게 할 위
험이 있으며, 수권의 내용 등의 문제가 행정기관의 해석에 맡겨져 버린다면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
문의 임무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D, 12 Aufl., 1980, S.212f.
60) U. Ramsauer, in : R. Wassermann(Hrsg.), Kommentar zum Grundgesetz für die BRD, aaO., S.769.
61) “법률에 의한 수권에 필요한 명확성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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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제는 명령이 아니라 오로지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행하여야 한다(의회
유보 내지 법률유보).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기본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명확성의 기준은 엄격하며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와는 반대로 기본권의 비본질적인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기준은 완화된다. 다른 한편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에 관하여 어디까지 엄
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실제적․법기술적인 관점이 명확성의 단
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다양하고 급속한 경제적․사회
적․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법제정을 할 것이 요구되나 의회의 입
법절차로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할 것, ② 규제가 장소적, 시
간적, 기술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국가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회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③ 법기술적인 이유에서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에 관하여 의회가 상세히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규범정립가능성
의 문제가 명확성의 단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하튼 오늘날에는 획일적이
고 확정적인 기준이 되는 한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한계에 관한 이론
을 구축하는데 이들 고찰은 대단히 참고가 된다.62)

2. 최근 동향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에서 1999년 12월 1일 “국가현대화-현대행정(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을 각의결정하여 시행하
였다. 특히, 입법개혁과 관련하여 규범의 홍수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집행불능
영역의 특성에, 특히 기본권이 관련성을 받는 정도 및 행정에 수권되는 행위의 종류와 강도와 관련한다
(BVerfGE 48, 222)".
62)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영역 등의 차이에 의한 수권에 필요한 명확성에 관하여 벌칙을 정하는
법규명령, 침해적인 법규명령, 수익적인 법규명령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수익적인 행위에 대한
수권의 법률상의 명확성의 정도에 대한 요구는 침해수권의 경우보다 적다(BVerfGE 48, 222)”라고 하
고,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적용에 즈음하여 침해법률에 있어서 수권규범의 내용적 명확성에
특히 엄격한 요구를 과하는 것은 정당하다(BVerfGE 7, 301)”,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요구는
부하적인 규범에의 수권의 경우에는 수익적 규율에의 수권의 경우보다도 엄격하다(BVerfGE 23, 73)”,
“침해법률 그리고 특히 형벌법률에 관해서는 수권규범의 내용적 명확성에는 엄격한 요구가 부과되어
야 한다(BVerfGE 14, 185)”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판결 중에서 명시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얻어진 귀결이며,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구체적인 적용에 즈음하여 기타 다른 요소가 실질적
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Jesch, a.a.O., S.21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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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처하기 위하여 규범의 수를 삭감하고 질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친숙하고
실시에 수반한 비용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입법자에게 입법
의 정당성설명, 필요성설명의 책임을 부과하고 또한 재정 및 사회경제에 대한
비용을 예측시켜 비용 대 효과의 균형에서의 견제를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아
울러 EU규칙이나 지령에 의한 입법에 관하여도 보충성의 원칙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외에 행정입법인 규칙이나 지침에 관해서도 필요성을 심사하고 불필
요한 부분의 삭감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GGO)을 전면개정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63)
새로운 GGO에서는 입법에 즈음하여 이른바 비용개념(Kostenbegriffe)을 도입
하여, 입법평가제도(Gesetzesfolgenabschätzung)를 도입, 이를 법률 뿐 아니라 법
규명령 및 행정규칙에서도 도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방정부가 제안하는 법
규명령안에 대해서는 그 제안이유서에 당해 법규명령안의 효과(의도되는 작용
이 성과를 낳는가의 여부, 비용이 효과에 대하여 적당한 비율에 있는가의 여
부 및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차적인 영향의 조사), 법규명령안에 기한을 붙
이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 법규명령안이 법령 및 행정의 간소화를 예정하고
있는가의 여부(당해 법규명령안이 현행 규정을 간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 유럽연합의 법률에 합치하는가의 여부, 현행 법적 상황
의 변경유무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GGO 제62조). 또한 행정규칙의 경
우에도 현행 행정규칙의 감소 및 간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규칙
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이유를 부기하도록 하였다(GGO 제69조 제4항). 아울러
행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입법의 효과조사를 의무화하였다(GGO 제70조).
최근에서는 주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내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영미식의
일몰제(sunset Legislation)와 유사한 위임입법 일몰제(Verfallsautomatik)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Hessen주에서는 1991년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주
의 모든 법률(Gesetz)와 법규명령(Verordnung)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력을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각부공통직무규칙(Gemeinsame

63)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한국법제연구원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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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chäftsordnung der Ministerien des Landes Hessen (GGO, 2005.3) 제59조 제2항
에서 규범심사처(Die Normprüfstelle)가 사후적 입법평가(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규범심사처는 늦어도 당해 법률 및 법규명
령의 유효기간 만료 18개월 전에 동 규칙 부록에 제시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된다.64) 또한 주의 모든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은 원
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10년간 존속한다는 일몰조항을 도입하고 있으며, 효력
을 재존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필요성, 합목적성, 비용효과성 및 집행통일성의 관
점과 행정규칙 감소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65) 또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Baden-Wurttemburg주(행정규칙에 대하여 7년간
자동상실형 일몰제를 도입), Rheinland-Pfalz주(행정규칙에 대하여 5년간 자동상
실형 일몰제를 도입), Saarland주(행정규칙에 대하여 5년간 자동상실형 일몰제를
도입) 등에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66)

64) 헤센주 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59조(법률의 사전심사 및 법률초안의 심사, 한시규정의 심사 및
기한통제) ① 수상청에 설치된 규범심사처(Normprüfstelle)에서는 법규정 및 기준(Standard)의 감소라는
목표하에 법률의 필요성, 합목적성, 비용효과성, 이해가능성 그리고 집행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기관에는 관할 부서의 동의를 얻어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부록 4에 병행적 규정통제를 위한 심사목록
(Die Prüfliste zur begleitenden Vorschriftenkontrolle)을 첨부한다. 내각에 대한 제안서에는 이러한 심사가
시행되었으며, 그 심사결과에 관해 기술되어야 한다. ② 규범심사처는 한시규정에 관한 심사(사후적
입법평가)에도 관여한다. 규범심사처는 늦어도 법률의 효력기간의 만료 18개월 전에 한시법률과 법규
명령의 심사를 위한 양식(서식 5)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범심사처는 관계 장관들의 동의하에 심사에
즈음한 심사항목과 범위를 확정한다.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가 내각에 직접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③ 관할 부서는 규범심사처에 평가(Evaluation)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서에는 해당 규범의 조항이 삭제될 수 있는지 또는 규범의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에 어떤 변화들이 예
상되는지에 관해 언급하여야 한다. 규범심사처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추가검증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4문을 적용한다. ④ 관할 부서는 법률 및 법규명령관보 제1부에 소관사
항에 속하는 한시규정을 공고하고, 수상청에 설치된 정보은행은 기한의 연장 또는 중지에 관한 적기
의 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한통제를 수행한다.
65) Gemeinsame Anordnung zur Bereinigung der für die Geschäftsbereiche des Ministerpräsidenten und der
Ministerinnen und Minister erlassenen Verwaltungsvorschriften vom 28. November 2000.
66) Saarland주 주정부직무규칙(Geschäftsordnung der Regierung des Saarlandes, 최종개정 2008년 4월 8일)
제12a조(규범심사, Saarland에서의 기업의 행정비용 및 시간적 기한설정) ① 법률 및 법규명령의 초안의
준비에 있어서는 이 직무규칙 부록에 제시된 심사문항(Prüffragen)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주에 있어서 기업의 행정비용이 새로이 유발되거나 증가되는 경
우, 이들 행정비용은 관할부서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비용과 관련
하여 주정부 자체적으로 형성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연방법 및 유럽법의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은 제외
한다. 행정비용은 자연인과 법인의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발생한다. 정보제공의무는 법률 또는 법규명
령에서 행정기관 또는 제3자를 위한 자료 또는 기타의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가능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전송할 의무를 말한다. ③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계획에 개별사안에서 시간적 기한(zeitliche
Befristung)을 고려할 수 없는 법률 및 법규명령의 초안들은 제안서(Ministerratsvorlage)에 별도로 그 근
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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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사례
1.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규정과 해석론
일본의 경우 위임입법이 헌법상 제정한가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내각이
행하는 사무에 관하여 헌법 제73조 제6호는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
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다만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각법 제11
조는 “정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의 위임의 범위에서
위임입법은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67) 그리하여 위임입법이란 국회이
외의 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
로 법규를 정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68)
그러나 위임입법에 관해서는 특히 법률과 명령간에 행해지는 소관사항의 위
임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이 그 소관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규정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명령에 의한 규율에 위임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그 법적 통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법률에 의한
위임은 항상 한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법률 내지 법제도자체
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의 규율을 명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도
다수 지적되고 있는 현상이다.69) 이러한 상황하에서 의회에 의한 권한의 포기
내지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획정하는 실체적인 기준
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임입법
이 국회자신이 헌법상 자기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입법권을 다른 기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입법권한배분의 방식을 변경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67) 宮澤俊義, 日本國憲法 コメンタ-ル, 日本評論社 1955, 572면.
68) 淸宮西郞․/佐藤 功(編), 憲法講座 第4卷, 有斐閣 1964, 169면.
69) 특히, 의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일반적․포괄적 수권, 의회를 회피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임입법에
규정한 사례, 수권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명령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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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기준의 확립은 법률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명령의 통제
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명령간의 소관사항
의 배분이라는 국면을 둘러싸고 국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거
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란 무엇인가라는 법률의 소관사항의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관사항의 배분에
있어서 법률개념을 좁게 파악하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견해이며, 그 결과 학
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사항이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
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설상으로도 법률의 개념에 대
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위임입법의 한계에는 법률(수권법)에 의한 명령에의 위임의 한계와 법률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명령(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입법․법률개념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과는 대조적으로 위임입법
의 한계에 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은 거의 없다. 위임명령은 본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그 위임에 의거하여 정한 명령이므로 위임사항자체에
관해서는 특히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명령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인권 내지
자유의 종류나 성질 또는 법영역은 당연히 위임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판단
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인신의 자유, 정신
적 자유 또는 벌칙 등에 관한 위임의 경우에는 통상의 위임에 비하여 특히 엄
격성이 요구된다.70)
첫째, 수권기관의 특정과 관련하여 법률이 명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명
령을 제정하여야 할 행정기관을 특정하여 둘 것이 헌법상 요청된다.71) 수권법
에서 수임기관의 불특정은 재위임의 가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72) 나
아가 어떠한 행위형식을 취할 것인가가 불명확하여 그 선택이 행정기관에게
70) “입법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 이유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위임명령이 규율하는 사항도 각종
각양의 것이 있으며, 또한 수임자도 한결같지 않다. 그렇다면 입법의 위임에 즈음하여 모법의 목적과
수임자가 따라야 할 주요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 기준의 적절성의 판단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뿐 아니라 상세한 기준을 국회가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실용적인 것인가, 입법과정과 행정과정의
어느 것이 문제의 해결에 특히 적합한가, 수임자의 재량의 남용에 대한 보호가 있는가, 위임사항에 벌
칙이 포함되어 있는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 戶部信喜, 委任立法 -一般-, 行政判例百選Ⅰ,
有斐閣 1979, 101면.
71) 佐藤達夫(編), 法制執務提要, ぎょうせい 1968, 112면.
72) 最大判 1958년 7월 9일 刑集 第12卷11號, 2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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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되지 않도록 위임규정에서 명령에의 위임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73) 입
법실무에서는 위임명령의 법형식을 지시함으로써 다수의 경우 수임기관 및 수
임행위형식의 특정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정되지 않은 위임규정이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둘째, 위임의 엄격성의 정도는 위임사항의 내용 외에 위임된 권한의 정도,
수임기관이나 명령제정절차의 특성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하면서 위임규정, 관
련규정, 수권법전체등에 비추어 판단된다.74) 그곳에서는 법률에 있어서 위임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합리성에 즉응하여 기능적으로 판단한다.75) 우선 수권법
이 위임명령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할 기능에도 제약이 있으며 “위임명령에 의
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보충적 규정, 법률의 구체적 특례적 규정
및 법률의 해석적 규정에 그치며 법률자체를 형식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집행명령은 상급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개별적 규정에 그쳐야 할 것이다”76)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법률의 특례적 규정에 관해서는 법률의 개폐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정되며 특히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정해진 요건하에서 인정된다는 한정적인 입장도 있다.77)
의회입법은 어떠한 기능을 지닌 규정을 정하는 것을 행정입법에 수권할 수 있
는가라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경우 위의 입장을 종합하면 ① 보충적 규정 ② 구
체적․특례적규정 ③ 해석적 규정 ④ 시행세칙규정을 정하는 것을 행정입법에
수권할 수 있는데 그치며 ⑤ 의회입법 그 자체를 변경, 폐지하는 규정을 정하
는 것을 수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된다. 이 중 “변경”과 “구체적 특
례”를 구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 ⑤에 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으로 보인다.78)
73) 田中二郞, 新版行政法(上), 弘文堂 1974, 162면.
74) 岡崎勝彦, 委任の範圍(3) -監獄法施行規則 舊120條, 124條-, 行政判例百選Ⅰ(第3版), 有斐閣 1993, 105면.
75) 戶部信喜, 人事院規則への委任, 行政判例百選, 有斐閣 1974, 72면 ; 兼子 仁, 行政法總論, 瓦摩書房
1983, 114면.
76) 田中二郞, 前揭書, 162면.
77) 阿部泰隆, 戰時中の行政改革法規 -許可認可等臨時措置法はまだ生きているか, 同著, 行政法の解釋, 信
山社 1990, 70면 ; 佐藤英善, 行政法總論, 有斐閣 1974, 173면.
78) 이에 대하여 허용되는 수권에 관한 위의 네가지 분류 및 한정의 적절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여
지가 있다고 하면서, 개별적 법률상의 수권조항이 사용하고 있는 문언에 유의하여 실제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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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임입법의 수권은 “국회를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한 헌법의 취지에서
국회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를
무의미하게 하는 광범한 위임이어서는 아니 된다”79)라고 설명되고 있다.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회는 입법권한의 전부 또는 본질적 부분을 위임할
수 없으며, 주요한 사항, 원칙적인 사항 내지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 “현저한 정책적인 선택”에 관한 결정은 법률
로써 행할 필요가 있으며, 명령은 그 결정과의 관계에서는 수단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부여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회가 세부에 걸쳐
서 규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원래 사항의 성질에 관계없이 국회는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한편 명령의 통제라
는 관점에서 보면 수권법에는 위임의 목적이나 취지, 위임의 범위와 정도, 행
정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80)
특히, 수권법에 있어서 기준등의 규정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을
정하는 규정자체 가운데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고 당해법률의 다른 규정
수권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즉, ① 법률의 조항상의
제개념을 구체화 또는 명확화하는 것.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권의 경우는 한정의 기
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규율을 추가 또는 보충하는 것. 다만 “본법에서 ○○란 ……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수권은 이를 일종의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석
적 규정이라고 파악해도 무방하다. ③ 법률에 의한 규율의 특례 또는 적용제외를 정하는 것 ④ 법률
이 수권하는 조례나 별도의 행정입법의 내용을 제약 내지 범주로 하는 것 ⑤ 법률전체 또는 일부의
시행일을 정하는 것 ⑥ 사인 또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절차 내지 방식을 정하는 것 등 의회입법의 전
체 또는 일부의 “시행”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것. 이 경우에는 첫째, “양식” 내지 “절차”등을 명시적으로 예시한 후의 수권이 있으며 여기
에는 다시 특정조항에 관한 개별적 수권과 당해법률 또는 특정의 장․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괄
적 수권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수권조항의 문언에서는 수권하고 있는 규율대상이 반드시 명시적으
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다시 특정조항만에 관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개별적 수권과 당해 법률 전체 또는 특정의 장․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정령으로 정한다”라는 개괄적 수권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⑥과의 구별은 미묘하나
⑦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또는 “○○에 관한 세목은 정령으로 정한다”라는
수권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세목을 정하는 것. 다만 앞서 언급한 학설은 “○○에 관하
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보충적 규정의 수권례로서 열거한다. 같은 행정입법의 제
기능을 한꺼번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각각의 수권에 관하여 수권하는 규율
대상의 한정성․명확성이나 행정입법을 제약하는 기준의 명확성․구체성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라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③의 특례, 적용제외 ⑥의 절차․방식 등의 규정, ⑦의 필요한
사항․세목의 수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平岡 久, 전게서,
38-39면.
79) 佐藤 功, 憲法(下), 有斐閣 1984, 907면.
80) “국회는 보충명령(위임명령)의 제정을 수권하는 때에는 원칙적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 법률로서 규
정하고 보충명령의 제정에 즈음하여 행정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彬村敏正, 전게논문,
25면)”. “법률에 목적과 수임자가 의거하여야 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戶部信喜, 演習憲法,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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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법률전체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면 족하다”81)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위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은 백지위임
으로 판단된다.82) 다만 이러한 견해는 그 기준에 있어서 “백지수권 또는 백지
수권과 같은 광범한 수권”, “무제한적인 일반적․포괄적 위임”, “광범한 개괄
적 위임83)”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포괄적 수권과 구체적 수권
을 구분하는 기준 내지 관점을 헌법론․행정법론으로서 어떻게 풍부화, 구체
화하는가에 있다.84) 결국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괄적 수권이 아닌가라는 문
제는 의회입법의 전체 또는 장․절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괄적 수권이나 국
가의 행정입법에 관한 국가행정조직법상 등에서 발생하나 개별 의회입법상 개
별조항에 의한 일정사항에 관한 수권을 염두에 두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85)
이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내지 관점으로서 다음의 점을 지적한다.
∙ 수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로서의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
력의 한계나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 등이 개별수권에 즈음하여 구체적
으로 음미되어야 하며, 수권의 합리적 필요성의 내용․정도와 관련시켜
수권할 수 있는 규율대상의 범위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81) 猿拂事件判決 反對意見(最大判 1974年 11月 6日, 刑集 第28卷9號, 393면).
82) 原田尙彦, 行政法要論(全訂 第2版), 1989, 86면 ; 岡崎勝彦, 委任の範圍(3), 行政判例百選Ⅰ(第3版),
1993, 105면.
83) 最大判 1953年 12月24日, 刑集 第6卷11號, 1346面.
84) 小瞗和司, 法律․ 命令․ 條例, ジュリスト 第500號(1972), 77면 ; 覺道豊治, 委任立法の限界, ジュリスト
第300號(1964), 60면.
85)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 수권과 구체적 수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하여 “법률
의 위임방식을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규율대상의 한정성과 명령을 제약하는 기준의 명확성 내지 구
체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하면서, 행정입법이 ① 무엇을(대상) ② 어떻
게 규율할 것인가(기준)의 두 가지 측면에 관하여 의회입법에 의한 수권의 방식이 문제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의 규율대상과 행정입법을 제약하는 기준의 어느 것에 관한 것인
가에 따라 문제의 소재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며, 어느 것에 관하여도 “명확성”의 유무, 즉
그것이 수권법률에서 명확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권법률에서 규율대상에 아무런 언급이 없
는 것은 적은데 대하여 기준에 관하여는 그 명확성이 특히 문제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의 명확
성의 유무의 인정과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판단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인정과 판단
은 거의 병행되어 행해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단지 명문의 결여를 가지고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① 당해수권조항 ② 수권조항에 관계있는 다른 조항 ③ 수권법률 전체의 취지․목적의 해석을
통하여 행정입법을 제약하는 기준(당해 행정입법의 목적, 규정할 수 있는 수단의 한계, 제정시에 고려
하여야 할 요소 등)이 상당 정도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상 필요한 규율대상의 한정성과 제약하는 기준의 명확성의 각각의 정도를 일반론으로서 말하기에
는 매우 곤란하며 행정법각론적, 행정법분야별로 고려를 할 필요가 다분히 발생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平岡 久, 行政立法と行政基準, 有斐閣 1995, 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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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에 수권할 수 있는 규율대상 등의 문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며 이들 각각에
즉응하여 의회입법자체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
∙ 사인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이 예상되는 행정입법인가 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활동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인가에 따라 수권에 대한
요구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
∙ 관련되는 인권의 성질이나 행정영역․행정목적의 차이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의 제한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구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헌법상 의회입법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행해질 필요가 없는 행정활동
에 관하여 의회입법이 근거를 정하여 어떠한 규율을 가한 후에 행정입법
에 수권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에 관한 헌법상의 요건은 다
르게 판단되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어느 정도 완화되어도 좋은 경우가
있더라도 입법의 수권인 점에 변함이 없으며 아무런 제약도 발생하지 않
는다고는 할 수 없다.
∙ 수권되는 행정기관의 성격 등의 차이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 규율대상의 한정성과 기준의 명확성의 정도는 상호 영향이 있다. 예컨대,
규율대상의 범위와 그 중요성의 정도가 적다면 기준의 명확성에 관한 요
구는 그만큼 엄격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이해관계를 지닌 사인의 참가를 포함한 행정입법의 제정절차의 법적정비
가 진전한다면 의회입법에 의한 행정입법의 내용적 통제에 관한 요구를
다소라도 완화해도 좋은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벌칙의 위임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제41조 및 제73조 제6호 단
서의 취지에서 벌칙의 위임에는 특히 법률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
며, 법률에 의한 벌칙의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임명령에서 설정
할 수 있는 벌칙이란 “범죄구성요건 및 형을 정하는 법규86)”, 즉 범죄구성요건
86) 最大判 1950年 2月1日, 刑集 第4卷2號,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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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벌이다. 따라서 벌칙의 위임에는 범죄구성요건과 벌칙을 동시에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법률로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형벌을 命令에 위임하는 경
우, 법률로써 형벌을 정하고 범죄구성요건을 개괄적으로 규정한 후 그 개별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구성요건의 위
임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을 명시하고 범죄구성요건을 개괄적으로 규정한 후에
그 개별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명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87) 벌칙의
위임은 이를 전부 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형벌의 종류, 정도
를 법률로 정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입법을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벌을 두는 것도 병행하여 위임하는 경우, 만약 수권법에서 형의 규정이 전
혀 없다면 그 위임은 위헌이다. 수권법에 형벌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
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광범하게 상실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 형벌자체가 수
권법에 정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 헌법상 문제는 없다.88)
넷째, 재위임의 문제이다. 법률이 일정사항을 명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위임명령이 위임사항 중 일부를 하위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수권법률이 재위임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부정하는 입장89), 재위임의 범
위 등의 한정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가한 후에 긍정하는 입장90)이 있
다. 실제로는 벌칙의 제정을 포함하여 재위임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최고재
판소의 판결도 벌칙제정의 재위임이 일단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91) 본래 입법기관인 의회도 그 입법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

87) 仙台高判 1953年 11月 29日, 高刑集 第5卷13號, 2384면.
88) 戶部信喜, 罰則の委任, 行政判例百選Ⅰ, 1979, 105면.
89) “법률에 의한 입법의 위임을 합헌이라고 이해하는 이상 법률자체가 정령에 의한 부령․성령에의 입
법의 재위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령이 정령에 위임된 사항을 독자의 판
단으로 부령․성령등에 재위임하는 것은 정령에 위임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 됨과 아울러
그 부령․성령등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헌이 된다”, 彬村敏正, 立法の委任② , 憲法判例百選(第1版),
1963, 253면.
90) “성질상 위임명령으로 직접 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경우등
과 같이 재위임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됨과 아울러 재위임의 범위가 상당히 명확히 되고 있
는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도 재위임이 허용된다”, 菊井康郞, 立法の
委任① , 憲法判例百選Ⅱ(第3版), 有斐閣 1994, 453면. 또한 “법률이 어떤 사항의 규정을 특정의 命令에
위임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그 일부를 다른 하위형식의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전부 헌법상 금
지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 논거가 설득력이 없으며, 실제에도 적합하지 않다”, 戶部信喜, 委任
立法 -一般-, 行政判例百選Ⅰ, 1979, 101면.
91) 最大判 1958年 7月9日, 刑集 第12卷11號, 2407면(酒稅法違反刑事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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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의 견해 전부를 한꺼번에 부정할 수
는 없다. 다만, 그러한 재위임은 법률이 기대하는 바를 보다 실현하기 위한 것
으로서 위임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권한의 위임에
는 그것을 인정하는 의회입법상의 근거가 행정처분에 관한 수권규정과는 별도
로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92)이라는 대응을 고려하면 형벌의 내용, 구성요건이
나 행정처분의 요건, 효과 등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에 관하여는 의회입법이 재
위임을 미리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최근 동향
일본에서도 위임입법의 양적 확대는 현행법령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을 정
도로 명확하다. 즉, 현재 일본에서는 법률이 약 1,800건인데 비하여 정령이 약
1,900건, 부성령이 약 3,200건으로 명령의 수가 법률의 수를 대폭 상회하고 있
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은 법률 그 자체를 폐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으며 보충규정, 구체적 특례규정, 해석규정, 시행세칙규정 등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세목적인 부분뿐 아니라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명령에서 규정하는 사례도 많다. 내각제출법률안이 성립법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안을 어떠한 기준으로 명령으
로 위임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이다.93)
일본에서의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로서 주된 것은 법원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이며, 대개의 경우 당해 위임입법에 의한 규율을 받아 행해진 행정처분등
의 개별 행정결정에 관한 항고소송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임입법의 유
92) 田中二郞, 新版行政法(中), 弘文堂 1976, 36면 ; 佐藤 功, 行政組織法, 有斐閣 1979, 232면 ; 原田尙彦,
行政法要論, 學陽書房 1993, 51면.
93) 명령에의 위임에 관해서는 내각법제국에서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나, 그에 관해 “가령
절차에 관한 사항이거나 기술적인 사항 또는 사태의 추이에 상응하여 임기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 예상되는 사항 등에 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률로 위임하는 경우나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목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입법이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정령과 성령의 어느 형식으로 입법할 것인지는 정령의 경우에는 내각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
다 신중한 절차 예컨대, 각성청에 걸쳐 조정을 요하는 사항 등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것이 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성령의 경우에는 각성대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대단히 구체적인 세목적인 사항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항 등이 성령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라는 국회답변(1980년 2월 19일의 중의원내각위원회에서의 내각법제국의 답변)이 있
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현실의 위임입법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浦田一郞/兄野邪人(編), 議會
の役割と憲法原理, 信山社 2008,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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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적법성이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이 경우 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것이 많으나, 그에 한하지 않고 위임입법
에 대한 적법하고 유효한 수권의 존부, 제정된 행정기관의 위임입법권한의 존
부, 효력발생요건의 준수유무, 위임입법제정절차에 관한 하자의 유무,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도 심사되고 있다. 또한 위임입법의 내용을 한정 또는 제
약하기 위한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의한 통제는 다른 선진외국에 비하여 사실
상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94)
일본에 있어서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는 정령에 대한 내각법제국의
심사이외에는 일반적인 통제수단은 없다. 개별법률 가운데에는 위임입법의 제
정시 공청회의 개최, 심의회에의 자문,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관계자의 동
의, 다른 행정기관의 관여 등을 요구하는 규정이 다소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
임입법의 제정과정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임입법의 제정과정이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고 내부절차에 있어서 압력단체나 정권정당 등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입법절차의 정
비가 지속적으로 요청되었으나95), 현행 행정절차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94)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회를 유일의 입법기관(제41조)으로 위치하고 입법과정은 다양한 국면에서 행
정기관에 침식되었다. 위임입법의 다양화에 의해 국회는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데 그치고 법규범의 구
체화는 행정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다양한 입법기능의 도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입법권에 대한 행정
권의 우위는 결정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한 위임입법의 확대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공법학은 그
통제를 향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우리 위임입법론은 오로지 의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시
점에서 논해지는 경향이 강하고 억제, 균형이라는 시점에서의 검토를 충분히 성숙시키지 못하였다. 그
것은 헌법 제41조와의 정합을 도모하는 문맥에서 위임사항의 한계로 특화된 논의였다. 즉, 종래의 학
설과 판례는 위임입법의 합헌성을 승인하는 한편 개별적구체적인 입법권의 위임은 허용되나, 일반적
포괄적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오로지 그 허용될 수 있는 위임사항의 한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당해 원칙은 원래 개별적 구체적 또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하는 인정의 척도가 애
매하고 수권법을 둘러싼 헌법적합성심사의 지표가 될수는 없었다. 그 결과 현재의 위임실무의 현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의회는 매우 개괄적인 입법권의 위임을 하고 위임후에는 아무런 통제도 가하지 않
고, 다른 한편 법원도 그 헌법적합성심사에 매우 소극걱이고 헌법 41조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상황을
계속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고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田中祥貴, 委任立法と憲法41條,
長野大學紀要 제28권2호(2006), 25면.
95) 1980년에 발족한 제1차 행정절차법연구회는 1984년에 “행정절차법연구회보고 -법률안요강(안)”을 발
표하였으며, 그 가운데 정성령 등의 명령을 제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장을 두었다. 명령을 제정
하는데에는 명령제정의 법률상의 근거와 명령안 또는 요강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으로 공표하고, 이해
관계인은 명령안에 관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명령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감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행정절차법연구회가 1989년에 제출한 중간보고
에서는 명령제정절차 내지 행정입법제정절차의 입법화를 재검토를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는 “정령등
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처분과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령이외의 명령에
관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부로서 행정입법을 통일적으로 심사할 조직이 없
다”라는 이유로 결국 행정입법에 관한 통일적인 절차규율을 장래의 과제로 넘겼다. 이 제2차 중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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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행정입법의 제정절차의 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현재에도 꾸준히 지적되
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나 법원에 의한 행정입법의 사
후적 통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입법의 대부분이 의회나 사인의 감시외에
행정조직내부에 행해지는 현상을 본다면 적어도 입법정책론으로서 행정입법의
제정절차를 통제하는 각종 법적제도, 특히 행정입법절차에의 사인의 참가제도
를 충실시키는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행정입법절차의 정비야 말로 행정입
법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지닌 사인의 법익의 사전보호, 행정입법의 내용의 공
정성, 합리성 확보 그리고 입법에 관한 국민주권 또는 주민자치의 실질화 등
에 이바지한다고 한다.96)

Ⅳ. 호주의 사례
호주는 연방국가로서 각 주는 매우 높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치권과는 매우 다르다. 연방정부의 입법권
(Commonwealth Legislative Powers)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에서는 연방의회에게
행정전반에 걸친 법률의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연방의회의 입법권한은
조세, 국방, 외교, 이민 등에 한정되어 있다. 주정부의 입법권(States Legislative
Powers)은 각 주의 헌법에서 주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의회보다
광범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차원에서는 현재 효력을 가지는 각종
하위법령의 숫자를 줄이고, 시대착오적인 법령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위임입법
법(Subordinate Legislation Act)이라는 것을 제정하여97), 당해 주정부의 위임입법의
고에 의하여 행정입법절차의 정비에 관하여 커다란 방향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결국 1993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 행정지도, 신고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련있는 행정활동의 유형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96) 1999년 3월 23일 행정절차법의 공백부분으로 남겨져 있었던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령, 성령 등 행정입법절차전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과정에
의 공중참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의결정으로 “규제의 설정 또는 개폐에 관련한 의견제출절차
(Public Comment)”를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平岡 久, 行政立法手續,
公法硏究 第47號(1985), 188면 이하 참조.
97) 의회 제정법(An Act of Parliament) 또는 1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에 대하여 위임입법(Subordinate legislation)이란 의회제정법의 수권하에서 제정되는 입법으로서 2차적 입법(secondary legislation)이
라 한다. 위임입법은 statutory rules, regulations, ordinances, by-laws and rules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정
되며 의회제정법에서 입법권한을 위임한 자 또는 기관이 제정한다(Governor or Governor-General, Ministers of the Crown, Commonwealth or State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 bodies and Rule Committees of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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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와 위임입법의 제정에서의 공중참가절차, 그리고 일몰제(sunset clause)
라고 일컬어지는 위임입법의 자동폐지(Automatic revocation) 및 기한연장에 관
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위임입법은 일정한 기간내에
폐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5년-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automatic
sunsetting)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위임입법을 재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Statement)를 하도록 하고, 의무적인 재검토 절
차를 거쳐 당해 위임입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① Victoria주의 위임입법법(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에서는
주의 모든 하위법령(Statutory rule)은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을 소관하는 장관이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The Governor-in-Council(주지사와 일부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회
의)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당해 법령의 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은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8) ②
South Australia주의 위임입법법(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78)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regulations) 가운데 일부 규칙을 제외하고 모든 규칙은
제정한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연도의 9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
고, 다만,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2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총 4년
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99) ③ New South Wales주의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89)에서도 모든 규칙(일부 예외있음)은 제정된 날
로부터 5년후에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소관 장관은 당해 규칙을 재적
용하려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토대로 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Statement)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존속, 보완, 폐지를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100)

98) http://www.austlii.edu.au/au/legis/vic/consol_act/sla1994250/
99)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SUBORDINATE%20LEGISLATION%20ACT%201978/CURRENT/1978.
3.UN.PDF
100) http://www.legislation.nsw.gov.au/viewtop/inforce/act+146+1989+FIRST+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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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우리나라에서의 위임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우리의 법학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문제는 공법학의 기본문제의 하나이자 중
요한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중심적인 주제는 법률과 명령의
입법권한배분상의 관계여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법률과 명령의 입법권한
배분상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는 법률과 명령간
의 소관사항의 배분이라는 측면이다. 이것은 국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규
정할 수 있거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란 무엇인가라는 법률의 소관사항의 범
위의 문제로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헌
법 제40조의 규정을 권한배분규정으로 파악하여 그 해석에서 법률 및 입법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법률과 명령간에서 행해지는 소관사항의 위임이라는 측면이다.
즉, 이것은 법률이 그 소관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규정할 수 있으며 어
느 정도까지 명령에 의한 규율에 위임할 수 있는가라는 위임입법의 문제로써,
이에 대하여는 의회에 의한 권한의 포기 내지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임입법의 한계를 획정하는 실체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즉, 위임입법에 관하여 현대국가의 기능확대라는 흐름을 반영하여
그 필요성 내지 중요성을 소여의 것으로서 전제로 한 다음, 개괄적인 법률의
규정을 받아 제정되는 세부적, 전문기술적인 위임입법에 관하여 그 위임의 형
태 내지 위임의 한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계론은 전
형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개
별적․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적․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논하고 있다. 즉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광범
하거나, 위임하는 기준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은 헌법 제40조의 취지
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의 위임문제에 관하여는 법
률의 위임태양의 문제(헌법적합성)과 아울러 위임을 받은 수임명령이 위임의
취지, 목적 및 범위등에 합치하는 가의 문제(법률적합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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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확립은 법률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명령
의 통제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 되고 있다.

Ⅰ. 위임입법의 허용기준
1. 헌법 제40조와의 관계
헌법상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은 헌법자신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국회
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국회이외의 기관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권
한배분상의 의미(국회중심입법의 원칙)와 입법은 국회의 의결로서만 성립하며
국회이외의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의미(국회단독입법
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헌법 제40조의 의미를 그와 같이
이해하려는 최대의 이유는 권한배분의 차원에서 입법을 국회에 독점시켜, 그
렇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을 배제하는데 있었다. 다만 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의 정립은 법률이 그것을 위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을 보완하는
성질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기관 등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령
은 법률로부터의 수권의 존재라는 조건하에서 법률의 하위규범으로서 인정되
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
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국가의 특질의
하나로서,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되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
기능이 확대ㆍ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고도화라고 하는 정치수요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제도적 대
응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와의 조정 또
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치적ㆍ행정적 수요에 발맞추어 위임입법을
허용하되 그와 함께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나 법치주의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위임입법의 수요가 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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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외국의 위임입법에 관한 입법례 및 운용현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입법부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을 결정하여 그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직접 규정하고, 기술적ㆍ세부적인 사항이나 긴급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은 그에 대응함에 적합한 행정부로의 위임입법을 허용하되, 그 행정입
법절차는 입법부의 입법절차에 비견되는 절차를 요구ㆍ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입법을 하기에 앞서 입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나라마다 광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민
주주의 원리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01)

∙ 첫째, 법치국가의 원리는 입헌민주주의라는 제한적 민주주의에서 기원하고 있고,

입헌민주주의 하에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 즉,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은 주로 민주적으로 구성된 의회가 정당성이 결여
된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적인 상황에서
는 국회 뿐만 아니라 행정부 역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행정이 입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금
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원칙적인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입법은 그것이 외부적인 효력을 가지는 한 의회입법에서 파생하
여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 또는 대위하는 입법권의 성격만을 가질 뿐이다. 둘째,
오늘날 국가가 소극적인 질서유지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질서형성의 기능
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규율의 대상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기능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모
든 생활관계에 대하여 국회입법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 또한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 국회입법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요청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하며 경직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기능적합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기술 및 학문적 발전을 입법에 반영하
는데 국회입법이 아닌 보다 탄력적인 규율형식을 통하여 보충될 필요가 있다. 셋
째,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동시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101) 헌재결 1998.5.28. 96헌가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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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법률관계에 대한 형성
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기능범위에 속하지만 행정기관이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내
려진 근본적인 결정을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
법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기능분립으로 이해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오히려 충
실할 수 있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2. 위임입법의 허용가능성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입법의 허용가능성과 관련하여 “규율대상의 전
문성․다양성 내지 기술성 요구, 사회경제적 상황변동에 따른 탄력성 내지 기
능적합성 요구,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고 즉시 대응
하여야 할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위임입법의 허용기준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연성과 적응가능성

∙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3항은 충당금의 요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에 소요될 비용
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상의 공사부위별 수선주기와 수선정도
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장기수선계획은 과거에
시행된 수선실적에 대한 통계적 경험과 현재의 시공상황 및 시공법을 토대로 20년
내지 50년 앞서 수선주기와 수선공사비를 예측하여 수립되는 것이므로 재료나 시
공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동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나 보완이 요구된다. 또
한 당초의 시공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에 의해 노후화가 예측보다 빨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이 유동적인 이상 충당금의 요율도 위 계획의 변동 내용
에 수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이어서 충
당금의 요율을 법률에서 구체적ㆍ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
하다. 그러므로 제도와 기술상황의 변화에 근접해 있는 행정부로 하여금 장기수선
계획의 변동 내용, 당해 건축업계의 여건, 물가상승률, 주택임대차상황, 경제사정의
변동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정하
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08.9.25. 2005헌바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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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정지와 과
징금의 상한기준은 이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이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각 조항에 의하더라도 부과할 업무정
지와 과징금의 상한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정지의 기간
이 상한기준인 1년 이내에서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상한기준인 부당한 방법으
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임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85조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때그때의 건강보험 재정사정과 위반의 강도, 기간, 회수 등
에 따라 업무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수액을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간이나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위반정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간과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가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 7.31. 2007헌바85).

(2) 사실관계의 발전

∙ 모법조항의 위임입법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오락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음비게법 제2조 제3호 참
조)의 제공업과 결합된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것인데,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
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물의 기능과 종류가 급속하게 발달ㆍ증가
하고, 이에 발맞추어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되는 유․무형의 재화 또한
빠른 속도로 변모와 증가를 거듭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그러한 경품제공행
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
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11.27. 2005헌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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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발전․변화함에 따라 공사의 규모․내용․방법 등 공사를 둘러싼 환경과

제반 사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 입주자를 대신하여 관
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감리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고
려할 때,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리자의 지정 및 감
리비에 관한 내용 역시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응하여 변하여야 하고, 그 내용 또
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하는 전문
적․기술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이 그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모두 규정하
기 보다는 행정입법이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6.25. 2007헌바99).

(3) 규율대상의 자율성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임은 목적상 명백하고, 또한 위원회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아닌 해당 대학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대강의 내용을 예
측할 수 있고, 각 대학마다 규모나 지역 등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원수나
위원자격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
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의 연혁과 관련규정의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위원회는 해당 대학
이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은 청구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추천권행사를 위한 형성적 법률규정에 가깝다
고 볼 수 있고, 위 규정은 교수들이나 특히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나 대학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위 규정이 대
학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6.4.27. 2005헌마1047).
∙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법률이 정관규정사

항으로 정하고 있는 총회의 소집ㆍ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각 단체의 지부 및 지
회의 지부장 및 지회장의 선임방법, 이사회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 제1항, 제10
조 제2항, 제12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
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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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이
나 달리 헌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헌재 2006.6.30. 2005헌바31).

(4) 실험상태

∙ 구 관세법 제33조의2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재정경제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관세

경감대상으로 규정될 물품은 “원재료ㆍ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
하는 물품 중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내임가공업체
를 위축시키거나 국내산업시설의 해외이전촉진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
래할 우려가 없고 해외임가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될 것임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조항은 일
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해외임가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으로서 이들은 국내 관련 산업의 여건, 수출입의 동향 등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
한 현실에 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한정될 관세경감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령에 규정될 내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 한
정하여 경감대상이 될 것임이 예측될 수 있는 이상 행정청에 의한 자의적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헌재 2003.7.24. 2002헌바54).
∙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은 투기적 거래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는 내용의 거래
일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반하여 장기보유자로서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토지의
거래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양상이 날
로 지능화ㆍ다양화하고 이에 관련된 경제적ㆍ법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장
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토지는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
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위 법률조항은 비록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 및 관련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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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
를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
항 제2호 중 괄호부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9조나 포괄적 위임입법
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9.7.22. 98헌바88).

(5) 법률종속적 규율의 부담경감성

∙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많은 전문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입법자가 각 업종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업종을
일일이 분류하여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통
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에 기하여 유엔 통계청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시하여 왔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업종의 세부
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양, 국제표준산업분류가 세계 각국의 산업분류에 있어 표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이를 기초로 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
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을 모아보면, 굳이 이러
한 사항들을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
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기존에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6) 분산적 해결의 필요성

∙ 어떠한 종류ㆍ규모의 사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범위에

서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는 단편적으로 판
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시행에 관한 여건은 사회경제적 상황
이 변동함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험기술적 측면을 면밀
히 조사ㆍ분석하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산재보험에 의한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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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적ㆍ기술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입법자에게 이러한 광범위한 실태 파악과
유연한 대처를 기대하여 적용제외사업의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헌재 2003.7.24. 2002헌바51).

(7) 규율대상의 전문성과 기술성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규제기준은 하천의 수질환경기준과 자정능력에 따라 정해지

는데, 수질환경의 여건은 기후변화, 산업발전의 정도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으로 복잡ㆍ다양한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하천이라도 상류지역인지 아니면 하류지역인지에 따라 요구되
는 수질이 동일하지 않다. ……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
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역학, 환경
독성학 등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 기준설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물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므로, 법에 의한 배출허용기
준 역시 각 오염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처리수준 분석, 수질실험결과 분
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고, 고도의 전문적
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질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을 보다 효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
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9.10.29. 2008헌바122 전원재판부).
∙ 수산업법은 기본적으로 바다ㆍ빈지(濱地)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수산업법 제3조). 그런데 해양생
태계는 끊임없이 유동한다. 해류의 흐름, 해풍의 향방, 수온, 수산동식물의 이동
등에 따라 해양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바다, 수산동식물 등 해
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요구한다. 또한 수산업과 해양생태계를 규율
하는 법률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그 속성상 형식적인 국회입법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헌재 1999.2.25. 97헌바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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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헌법은 제75조에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규정하여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만을 인정한 것
은 위임입법의 필요에 응하면서 법률에 미리 위임입법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
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위임입법
의 근거법률인 수권법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그 기준은 모든 종류의 위임입법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규정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라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
대통령령 등의 하위규범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위임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위임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문제된 법률조항에서 규율될 사항에 관한 기준
이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에는 당초부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102) 다시 말하여 법
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사
실상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직접 위배되기 때문이다.
102) 헌재 2000.7.20. 98헌바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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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위임의 한계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헌법이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
는 것에 관하여는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헌법은 또한 특
정한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법률로써 정하여져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률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103)도 적지 아니
하다(특정적 전속적 법률사항). 다만, 이들 특정적 전속적 법률사항 중에 어느 정
도까지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을 뿐이다.
[ 헌법에서 법률사항으로 정하도록 한 것 ]

∙ 국민의 요건(제2조 제1항)
∙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제2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의 보장(제7조 제2항)
∙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 및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 보조(제7조 제3항)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및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근거절차(제12조 제1항)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 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통지받을 자(제12조 제5항)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한 사항(제21조 제3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 보호(제22조 제2항)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제23조 제1항)
∙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제23조 제2항)
∙ 선거권(제24조)
∙ 공무담임권(제25조)
∙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하는 권리(제26조 제1항)
∙ 재판을 받은 권리(제27조 제1항)
∙ 군사재판을 받을 범죄의 종류(제27조 제2항)
∙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제27조 제5항)
∙ 형사보상을 받을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제1항)

103)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동 법 제29조의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경찰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의 직
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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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에서 제외되는 자 및 이들에 대한 배상(제29조 제2항)
∙ 범죄피해자가 구조를 받을 권리(제30조)
∙ 의무교육의 범위(제31조 제2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제31조 제4항)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31조 제6항)
∙ 최저임금제의 시행(제32조 제1항)
∙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제32조 제2항)
∙ 근로조건의 기준(제32조 제3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유가족에 대한 우선근로기회 부여(제32조 제6항)
∙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공무원(제33조 제2항)
∙ 단체교섭권이 제한⋅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 및 제한⋅금지의 내용(제33조 제3항)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제34조 제5항)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제35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제37조 제2항)
∙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제38조 및 제59조)
∙ 국방의 의무(제39조 제1항)
∙ 국회의원의 수(제41조 제2항)
∙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제41조 제3항)
∙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제43조)
∙ 국회 정기회의 소집시기(제47조 제1항)
∙ 국회의 특별의결정족수(제49조)
∙ 국회 비공개회의내용의 공표방법(제50조 제2항)
∙ 국정감사 및 조사(제61조 제2항)
∙ 탄핵소추대상 공무원(제65조 제1항)
∙ 대통령선거(제67조 제5항)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의 순서(제71조)
∙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제74조 제1항)
∙ 국군의 조직과 편성(제74조 제2항)
∙ 계엄의 선포(제77조 제1항)
∙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제77조 제3항)
∙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제78조)
∙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권한(제79조 제3항)
∙ 대통령의 영전수여권(제80조)
∙ 대통령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제83조)
∙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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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공무원의 범위(제89조 제16호)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등(제90조 제3항)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등(제91조 제3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등(제92조 제2항)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등(제93조 제2항)
∙ 행정각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제96조)
∙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을 단체의 범위(제97조)
∙ 감사원의 조직⋅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등(제100조)
∙ 법관의 자격(제101조 제3항⋅제27조 제1항)
∙ 대법원에 두는 일반법관(제102조 제2항)
∙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제102조 제3항)
∙ 대법관의 연임(제105조 제2항)
∙ 일반법관의 연임(제105조 제3항)
∙ 법관의 정년(제105조 제4항)
∙ 법관의 퇴직(제106조 제2항)
∙ 행정심판의 절차(제107조 제3항)
∙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제110조 제3항)
∙ 비상계엄시 단심군사재판을 행할 범죄의 종류(제110조 제4항)
∙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헌법소원(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연임(제112조 제1항)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등(제113조 제3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등(제114조 제7항)
∙ 선거운동의 범위(제116조 제1항)
∙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선거경비(제116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17조 제2항)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등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제118조 제2항)
∙ 광업권⋅수산업권, 수력⋅자연력에 대한 국가의 특허(제120조 제1항)
∙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제121조 제2항)
∙ 국토에 대한 제한과 의무부과(제122조)
∙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제124조)
∙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경우(제126조)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
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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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
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
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그리고 행정작용이 미
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ㆍ다양하게 전개되
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사
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104)

∙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
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9.5.27. 98헌바70 전원재판부).
∙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
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일반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
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관료들만에 의하여 이

104) 헌재 1999.5.27. 98헌바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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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규
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
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가령 공직 내부에서 승진이나 봉급상의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
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절실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했
다(헌재 2004.3.35. 2001헌마882).

2. 수임기관의 특정
위임입법을 허용하는 경우 국회는 법률에서 수임기관을 특정하여 입법권을 위
임하여야 한다. 즉, 법률에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은 부령
으로 정한다”라는 형식으로 수임기관을 반드시 특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특히
법률에서 어떠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지정하여
“……은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특정 부처의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다른 부처의 부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모법이 규정한
부령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므로 모법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
위임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상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규
정의 의미에 관하여 논의방법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105), 헌법 제75조

105) 홍준형, 위임입법의 한계, 고시계 1996.12., 32-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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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일반적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서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
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
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
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106)
(1) 구체성의 판단
구체성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
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107)”라고 하고 있다. 당해조항이
위임명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
련 법률전체의 입법동기와 입법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여 위임의 범위와 한계
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입법사항의 규정을 위임하는 법률이 충분히 명확한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

항만이 아니라 그 규범이 위치하는 법률 전체를 포함한 관련법 조항의 체계
적인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이 경우 수권(授權)의 목적으로
부터 수권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수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
측될 수 있기 때문에 수권의 목적, 즉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헌재 2009.6.29. 2007헌바112ㆍ127(병합) 전원재판부).

106) 헌재 1991.7.8. 91헌가4.
107) 헌재 1994.7.29. 93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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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법률이 헌법상의 의회유보 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법률 적용 현실을 무시한 채 형식논리에 집착하여 법률문언만을 가
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당해 법률이 생활세계에 적용되는 구체적 현실과 연
혁, 그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법의식 및 그 법률 적용의 역사에 대한 신뢰보
호 등의 관점에 비추어서도 판단해야 할 것이다(헌재 2003.6.26. 2002헌가16).
∙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

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
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
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
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6.6.23. 2004헌바71).
∙ 헌법의 지도이념인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는 국가권력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그 주체와 방법 및 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을 요
구하며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수권
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것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가 아니
라 그보다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형벌이나 행정제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한 것이다. 물론 법규명령제도의 생성내력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정립될 법규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하게 예견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정립될 수 있는 법규명령
의 기본적 윤곽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3.5.13. 92헌마80).

(2)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
또한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
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
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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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108)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수범자를 기준으로 일반인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인 경우에는 위임의 구
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109)

∙ 규모와 범위를 불문하고 법이 규정한 모든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이익을 환

수하지 않고 급변하는 사회ㆍ경제 환경에 맞추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규모와 범위를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
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판단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헌재 2009.3.26. 2008헌바7 전원재판부).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와 운용은 성격상 급부행정작용이며, 이 사건 법률조

항의 구체적인 규율영역인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지정까지의
절차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시
행자의 입장에서는 수혜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를 형성하는 영역
이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그 요건 등
을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과 같은 정도의 규율밀도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헌재 2009.10.29. 2007헌바63).
∙ 부동산 투기의 양상이 날로 지능화ㆍ다양화하고 이에 관련된 경제적ㆍ 법적 상

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토지는 그 대상
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대통
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하다
고 할 것인바, 위 법률조항은 비록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결여되었
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 및 관련법률조항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하
위법규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를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헌재 1999.7.22. 96헌바80).
∙ 보험료는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

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로서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는 일반적인 급

108) 헌재 1994.7.29. 92헌바49, 52 병합.
109) 홍기종, 위임입법의 한계, 법원도서관(편), 헌법문제와 재판(중), 재판자료 제76집(1997), 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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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역에서 보다는 엄격할 것이 요구되지만,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
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소득의 유형과 수
입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4.26. 2005헌바51).
∙ 방송의 기술성ㆍ전문성 및 다양성ㆍ급변성 등에 비추어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미

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반면 시대상황 등에 능동적ㆍ탄력
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이 사건 법
률조항의 주된 성격이 형성적, 허용적 규정으로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정
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규보다는 완화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3.12.18. 2002헌바49).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구 법 제10조에서 석유판매업을 등

록 또는 신고한 석유판매업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요구되
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법규에 비하여
완화된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8.11.27. 2007헌가13 전원재판부).
∙ 어재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의 성격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형성된 수익적 권리인바,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어재법상 유족보상금 수급권의 수혜적
권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법률에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하면 족하고, 수급자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순위를 반드시 법률
에 직접 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12.29. 2008헌바48 전원재판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

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도,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상대
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헌재 2003.7.24. 2002헌바82).
∙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회보장적인 급여와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
서는 기본권침해의 영역보다 구체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헌재 2007.10.25. 2005헌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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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바,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
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6.27. 99헌마480).
∙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담금은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

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
하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
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9.1.28. 97헌가8).

(3) 부령의 구체성
헌법은 위임명령으로서의 부령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제75조의 규정상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령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
련하여 ① 위임입법은 자주입법이 아니라 타율적 입법인 바, 위임자가 정해준 범
위내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② 무제한의 위임은 위임자가 갖는 원래
의 입법권의 포기를 뜻하게 되며, ③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
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제한은 부령에도 당
연히 적용된다고 새기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합당하다고 한다.110)
헌법재판소에서도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
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
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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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
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
110) 홍정선,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월간고시 1993.12.,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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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
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
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
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
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111)

∙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

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헌재
1998. 5. 28. 96헌가1),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
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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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헌재
2004. 10.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4. 벌칙규정의 위임
벌칙규정의 위임과 관련하여 학설은 대체로 모법에서 범죄구성의 구체적 기
준을 정하여 위임하고 형벌의 상하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
고 있다.112)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
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죄형

111) 헌재 2009.4.30. 2007헌마106 전원재판부.
112) “① 범죄구성요건의 측면에 있어서는 구체적, 객관적으로 행위유형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의 위임만이 허용된다. ② 처벌한도에 대해서는 최
고한도에 대해서 법률이 명시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위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류지태, 행정법
신론, 신영사 1997,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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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
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
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그
러나 아무리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라 하더라도 형벌법규
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라는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갈수록 복잡다기해져가는 현대국가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행정부의 명
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113)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
되는 것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형식적 의미
의)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
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
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
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114)
또한 헌법재판소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
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와 경합된다고 보
고 있다.115) 따라서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
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의 문제
인 동시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의 문제가 된다.116) 다만, 명확성
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
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

113)
114)
115)
116)

헌재
헌재
헌재
헌재

2005.9.29. 2003헌바94.
1991.7.8. 91헌가4. ; 2004.8.26. 2004헌바14. 2010.2.25. 2009헌바38 등.
2002.5.30. 2001헌바5.
2008.7.31. 2005헌마667. ; 2010.2.25. 2009헌바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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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
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17)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관련 법률에
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일반적 명확성 원칙).118)

∙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국민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법원리로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
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모법에서 정하라는 취지이며, 이는 적어도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되도록 국회 스스로가 행해야 하며 행정부
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인 규제의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역으로 헌법적인 범위내에서라
면 국민보건상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자의적 행정입법에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결국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예
방하고자 하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헌재 2007.7.20. 99헌가15 전원재판부).
∙ 입법자의 의사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부분적인 금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

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
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의 행위로 대통령령에 규정
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 즉 그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2.9.19.
2002헌가11ㆍ13(병합) 전원재판부).
117) 헌재 1992.2.25. 89헌가104.
118) 헌재 2000.2.24. 98헌바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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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
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
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
와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보편
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
용 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
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9.24. 2007헌마949 전원재판부).
∙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또

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한 다음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승인사항이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승인’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만일 법 자체에서 당해 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임하였음에도 하위법령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비로소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것들에 대한 위반을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법규 수범자
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인지, 그리고
그에 위배하면 처벌받게 되는지를 법률을 통해서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법률이 예상하지 아니한 처벌규
정의 창출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
의의 이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이
요구하는 바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
다(헌재 2003. 3.27. 2001헌바39 전원재판부).

5. 조세법규의 위임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59조 및 제38조의 원칙에서 조세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지배적
인 견해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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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
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
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
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
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
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
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과세요건법정주
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
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19)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
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
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
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
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
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120)

∙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ㆍ법

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필

119) 헌재 1992.12.24. 90헌바21 ; 1998.3.26. 96헌바57 ; 1998.12.24. 97헌바33 ; 1999.7.22. 97헌바55 ;
1999.7.22. 97헌바16 ; 1999.2.25. 96헌바64 ; 2000.6.29. 98헌바35 등 참조.
120) 헌재 1995.11.30. 94헌바40 ; 2002.1.31. 2001헌바13 ; 2006.7.27. 2006헌바1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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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 대상은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
어도 무방하다(헌재 2004.3.25. 2002헌바10).
∙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

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조세법규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만큼, 위
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
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헌재
1995. 11.10. 93헌바32).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경제생활

로서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임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경제상황의 변천, 조세정책적 변화,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
하여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광범위한 위임입법은 불가피
하다(헌재 2006.2.23. 2004헌바100).
∙ 조세정책적ㆍ경제정책적 배려 등을 이유로 특별히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상의 감면조항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등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직접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으므로, 위
임입법의 필요성 요건 및 아래에서 보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
화될 수밖에 없다(헌재 2006.4.27. 2005헌바69).

6. 재위임
재위임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
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121)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121) 박윤흔, 전게서,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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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금
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
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122)라고 판시하고 있다.

∙ 헌법 제95조는 “……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 대통령령의 위임
……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의 부령에 대한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95조에는 헌법 제75조(법률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헌법
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
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ㆍ개정절차가 대통령령
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재 2008.4.24. 2007헌마
1456 전원재판부).

Ⅲ. 헌법재판소의 위임입법 관련 위헌결정례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연구
에서는 199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판시
한 결정례를 살펴보았다(자세한 내용은 부록-5 참조). 여기에서 위헌결정이 내
려진 사례를 추출하여, 심판대상조문과 위헌결정이후의 법령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2) 헌재 1996.2.29. 94헌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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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2001헌마882, 2004.3.25]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교육공무원법
(1994.12.31. 법률 제4841호)

교육공무원법
(2004.10.15. 개정, 법률 제7223호)

제11조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제11조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
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
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

③ (생략)

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
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2004.10.15>
③ (이하 생략)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
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
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
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4.10.15]

【결정요지】
∙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가령 공직 내부
에서 승진이나 봉급상의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
한의 성격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
전에 관련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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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절실하다. 그
러므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했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만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속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반할 뿐 아
니라, 실제로 굳이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어떠한 논리 필연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95헌바35, 1998.6.25]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8.12.28. 법률 제5586호)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제1호의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

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

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

준으로 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

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

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

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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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8.12.28. 법률 제5586호)

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

수 있다.<개정 1998ㆍ 9ㆍ19>

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
입한 경우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
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면이나 관련규정의 해석 또는 법의 입법취지를 종
합적으로 고찰할 때, 과연 어떠한 경우에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
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아니
하다.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제 매입가액이 객관적
진실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이에 의하여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
는 것은 상식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대통령령에서는 실제 매
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가액을 기
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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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
보되는 경우 중 어떠한 범위 내에서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도록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이 그러한 경우를 예
시적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적ㆍ열거적으로 정할 것인지, 또는 한
정적ㆍ열거적으로 정하는 경우라도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할 것인
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 기준이나 원칙을 정함이 없이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대통령
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를 한정적ㆍ열거
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 이외의
경우에는 아무리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서만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매입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 즉 이 사건 법률조
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
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위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실제 매입가액을 대통령령에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함으로 인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3.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97헌가8, 1999.1.28]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교통안전공단법
(1990.8.1. 법률 제4254호)

교통안전공단법
(1999.12.28. 법률 제6066호)

제17조 (분담금의 비율 등)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이하

제17조 삭제<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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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교통안전공단법
(1990.8.1. 법률 제4254호)

교통안전공단법
(1999.12.28. 법률 제6066호)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
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ㆍ분
담비율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은 분담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은 그 내용이 법률
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유사
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담금은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
의 경우에 준하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
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가사 분담금 납부의무
자들의 종류ㆍ규모 및 숫자, 교통수단의 종류ㆍ가격 및 숫자 등이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법률보다 더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위임되는 내용의 기준이나 한계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위임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전혀 예측
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은 헌법
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교통안전공단법이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
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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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 적어도 분담방법의 대강을 정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이나 분담비율을 스
스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분담방법의 대강이나 분담비율을 정하
는 기준 및 분담금의 상한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분담방법 및 분
담비율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내용과 교통안전공단법의 전반적인 체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분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관한 관련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
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의 내용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
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동법 제19조의2 제3항)
[2002헌가2, 2003.12.18]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문화예술진흥법
(2000.1.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문화예술진흥법
(2005.1.27. 법률 제7364호)

제19조 (기금의 모금) ①～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

제19조 삭제 <2005.1.27>
제19조의2 삭제<2005.1.27>

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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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문화예술진흥법
(2000.1.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문화예술진흥법
(2005.1.27. 법률 제7364호)

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대관에 의한 모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모금수수
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요지】
∙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및 재산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
하게 된다. 특히 모금액 및 모금방법은 기금납입의무자, 모금대상시설과
아울러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에 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
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위
임사항만을 모금액,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관련자료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위임의 범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누구라
도 심판대상 법조항들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 모금액은 공연 등을 관람코자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법
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금액의
상한이나 모금액 산정의 대강의 기준이라도 스스로 정하고서 행정입법에
위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모금액에 관하여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내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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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그
모금방법 또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
이다. 설사 모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그 부담이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
도 모금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규율은 근거법률에 유보되어
야 한다. 그런데 법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금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납부고지, 납부시기, 납
부방법, 미납시의 조치, 불복방법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법시행령
제34조에서, 모금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람권 또는 이용권에 모금내역
및 모금액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연 등을 관람코자 하는 국민들로 하
여금 부득이 그 현장에서 관람료와 기금을 통합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문예진흥기금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기금납입의무자 및 모금대상시설에
관한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모금액이 공연 등의 관람료를 상회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설사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는 헌법정신,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직접 제약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정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모금
액의 상한, 모금액 산정의 기준, 모금 및 납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
여 입법자 스스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 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
에 대하여 입법위임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심판대상 법조항들과 같은
백지위임의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그에 관한 판단권을 전적으로 행정
부의 재량에 맡겨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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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95헌바55, 1998.4.30]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34조의4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
우의 증여의제) 제32조 내지 제34조
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
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
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
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
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
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
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
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결정요지】
∙ 증여의제 규정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한 헌법이 요구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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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
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부여함으
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등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헌법원리이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
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
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과세요
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대가
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
다. 그런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히는 이익”
이란, 과연 어떠한 이익을 어떻게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
지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에 규정하여 놓은 경우 외에도, 이
익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행위
가 법형식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경제적인 실질에서는
증여에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
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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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분명하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의제로 증여세의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이 되는 것을 단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일
반 국민이 과연 어떤 행위로 인한 어떤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가를 법률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은 결국 증여세의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하
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될 뿐만 아
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
를 정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반된다.

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2001헌가5, 2001.9.27]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

제 9 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④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신설 1981.
12.31>)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
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
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
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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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93. 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
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1994.12.22>
③ 삭제<1990.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
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1981.12.31, 1988.12.26,
1990.12. 31, 1994.12.22>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 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개정 1960.12.30, 1981.
12.31, 199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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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인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
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르
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
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경우이던지 체결한 후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이던지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이 각기 다르므로 그 내용과
태양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할 대강의 평가기준, 적어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에 따라 다
른 대강의 평가기준만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 규
정은 위와 같은 대강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고,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 중 다른 조항이나 다른 세법들의
규정들을 보아도, 위와 같은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59조, 제7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7.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2002헌가6, 2003.4.24]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

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로 한다.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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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

소득

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
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
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
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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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
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
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
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
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
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
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

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형 무형의 것들의
범위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것인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특히
자산의 종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다만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
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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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조항과 같이 아예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양
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위임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자산의 종류를
살펴본다 하여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
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강하다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입법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
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8.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동법 제32조의2)
[2001헌바5, 2002.5.30]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2000.1.28. 법률 제6230호로

(2002.12.26. 법률 제682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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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2000.1.28. 법률 제6230호로

(2002.12.26. 법률 제6822호)

개정되기 전의 것)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ㆍ
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
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
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
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
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
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
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4조 (벌칙)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

제7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1996.12.30, 1997.8.28, 1998.9.17, 2000.

용에 제공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1.28, 2002. 12.26>

벌금에 처한다.

7.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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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
(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게
빌려주든지, 전자제품 매장에서 전시･판매용 전화기나 컴퓨터를 시용(試
用)하도록 하는 것 등도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
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인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
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
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와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
는 경우(제2호)가 그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처벌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 대상행위가 어떤 것일지는 법률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
어 국민들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
∙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
라 부분적인 금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의 행위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 즉 그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대통령
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로서는 어떠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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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
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9.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제188조의4 제3항)
[2003헌가17, 2005.5.26]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증권거래법
(1997.1.13. 법률 제5254호로

증권거래법

개정되고 2002.4.27. 법률 제6695호로

(2005.12.29. 법률 제77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제207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 생략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의 금지) ①, ② 생략

금지) ③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

③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

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

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

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126

제 3 절 우리나라에서의 위임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증권거래법
(1997.1.13. 법률 제5254호로

증권거래법

개정되고 2002.4.27. 법률 제6695호로

(2005.12.29. 법률 제77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생략

2005.12.29>
1. 증권회사(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
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
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
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
의 수요ㆍ공급을 그 유가증권이 상
장된 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
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
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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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증권거래법
(1997.1.13. 법률 제5254호로

증권거래법

개정되고 2002.4.27. 법률 제6695호로

(2005.12.29. 법률 제77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
수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장조성
을 위탁하는 경우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결정요지】
∙ 증권시장은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 있어서 사이버 거래 등 매매기술의
진보와 선물, 옵션, 파생거래와 연계된 신종상품의 등장 등으로 거래행위
자체가 복잡하고 가변적이며, 인위적인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
하거나 손해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수법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등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규제 또는 허용해야 될 주가고정･안정행위들을 국회에서 그때그때 사전
에 예측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
적 적응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일반적으로는 법률로서는 기본적인 사
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실제로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1974.
12. 31. 구 증권거래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65호) 제52조의2 제1항으로 최
초로 신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조문의 위치 및 일부 사소
한 부분의 표현만이 변경되었을 뿐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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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증
시환경의 변화나 신종 주가조작행위의 출현 등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을
요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유가증권의 모
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법률조항 자체에 포함시
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위임 요건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하기 어렵다.
∙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안정시킬 목적의
매매거래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광의
의 안정조작행위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규율대상
인 안정조작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광의의 안정조작행위 중 어떠한 형태의 행위가 대통령령에서 허용
될 것인지를 법 제188조의4 제3항 자체로부터는 예측하기 어렵다. ‘유가
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래란 안정조작
행위와 같은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
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
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떠한 형태의 안정조작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이라
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편,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대강의 금지대상만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서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가운데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특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 제
188조의4 제3항은 규율대상인 안정조작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의의 안정조작행위 중 어떠한 형태의 행위가 대
통령령에서 금지될 것인지를 법 제188조의4 제3항 자체로부터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188조의4 제3항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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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자체에서 안정조작행위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의 관계에 대
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한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
합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
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위임입법
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다. 결국,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0.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96헌바52, 1998.7.16]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지방세법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취득물건의

분의 20으로 한다.

1,0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

1997. 8.30>

장 ㆍ 고급주택 ㆍ 고급오락장 ㆍ 법인의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
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
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
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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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지방세법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
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
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
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
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
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
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
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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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지방세법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
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
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
예기간ㆍ목적사업의 범위ㆍ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항들, 즉 법 제112조 제2항 전단규정이나 후단규정, 법 제112조
의2 제1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이고 더욱
이 취득세를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배로 무겁게 가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
임의 요건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조세법
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만 하고 만 것은 과세입법으로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비생활의 변화, 주거
및 오락문화의 변천, 사회ㆍ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현실의 변동, 건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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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정도가 국회입법을 포기하고 행정입법으로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거 및 오락문화라든가 건축공법과
같은 것은 일조일석에 변화할 수 없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이나 경기의 변동
같은 것도 수년 혹은 10여년의 주기를 두고 변동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
러한 변화요인들을 이유로 국회입법이 포기되어서는 아니되며, 사회ㆍ경제
적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도출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는 오히려 국회입법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 하겠다.
∙ 설사 국회입법이 곤란할 만큼 변화의 횟수와 진폭이 잦고 다양하다 하더라
도 법률로써 최저기준(고급주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와 가액을, 고급오락장의
경우 오락의 유형이나 오락장의 규모ㆍ가액 등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을 설정하여 두고 그 범위내에서 세부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
대상조항들과 같이 행정입법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
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세요건
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
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1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2000헌가10, 2002.6.27]
【심판대상조문】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1973.12.31. 법률 제2672호)

(2004.2.9, 법률 제7171호)

제12조 (기술자격의 취소 등) ② 주무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

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

무부장관은

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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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1973.12.31. 법률 제2672호)

(2004.2.9, 법률 제7171호)

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거나 제9조 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

정지시킬 수 있다.

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
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 영역에 속하는 법규로서 위임입법의 구체
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범위에 관하
여 법률에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기간’이란 문구를 두어 마치 대통령령
에 위임한 정지기간의 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듯 보이
나, 위 문구는 대통령령이 기간의 제한 없는 정지처분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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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뿐이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정지
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자격정지 처분에 있어서 정지기간은 정지 처분의 사유 못지 않게 정지
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위에서 본 다
른 각종 법률에서는 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하위법규에 위
임을 하는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의 다른 규정이나 자격기본법 등 다른 관련 법률에서도
기술자격 정지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
률조항의 규정내용과 국가기술자격법의 다른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유기
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자격정지 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정지처분에 있어 정지기간의 범위에 관
하여 법률에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
는 약사법이나 자격기본법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법률에 정지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
도록 하는 재취득금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국가기술자격법
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만일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재취득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정지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
다 하더라도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재취득금지 기간보다 더 긴 정지기간
을 규정하여 사실상 취소보다 정지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이 되는 하
위법규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지기간의 범위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재취득금지 기간보다 길지 않은 기간이 될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국가기술자격법의 경우
에는 그와 같은 규정조차도 없어 대통령령에 정해질 정지기간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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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술자격 보유자의 자격에 대한 정지처분의 기
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기술자격 보유자로 하여금 그가 받게
될 자격정지처분의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12.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2004헌가30, 2005.7.21]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도로교통법
(2001.12.31. 법률 제6565호로

도로교통법

개정되고 2005.5.31. 법률 제7545호로

(2006.4.28. 법률 제7936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5 (행정처분)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② 지방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 생략

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

8.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

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

2.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통

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사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에 해당하는 때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

비율을 초과한 때
9. 생략

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10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
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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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도로교통법
(2001.12.31. 법률 제6565호로

도로교통법

개정되고 2005.5.31. 법률 제7545호로

(2006.4.28. 법률 제7936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5. 제10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
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때
6. 제10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
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
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7.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8. 제10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
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9. 제10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
부한 때
10. 삭제 <2006.4.28>

【결정요지】
∙ 이 사건 조항에서 ‘교통사고’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정의를 “차
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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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유형과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
로,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교통사고’라도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사고 중 어떤 종류나 범위의 것이 처벌대상이 될 것인지가 이 사건
조항에서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대통령
령에 규정될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나 범위의 것이 될 것인지, 언제 발
생한 것을 뜻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대강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
으며, 도로교통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보아도 이를 예측할만한
단서가 없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이 사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를 ‘사
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75조가 요청하는 위임입법의 예측가
능성은 법규명령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령에 그 내용이 명확히 규
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위임입법의 포괄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
다. 이 사건 조항에서 ‘교통사고’ 부분의 위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
로서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한다. 그러
므로 위 부분은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정하는 핵심적인 것이므로, 위임을 하
더라도 법률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전문
학원에서 연간 배출하는 면허취득자수는 학원별로 10,000명 이상에서 250
명 이하까지 다양한데, 학원졸업생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전문학
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에
정해질 ‘비율’의 다과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간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합
리한 차별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비율’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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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될 것인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그 비율의 대강이나 상하한선을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행정제재의 기준이 되는 운전전문학원 졸업자의 교통사고
‘비율’을 대통령령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13.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93헌바32, 1995.11.0]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것으로서 1994.12.22. 법률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48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갱정) ① 정부는 내국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정부는 내국법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다.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정한다.<개정 1994. 12.22>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

니한 때

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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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것으로서 1994.12.22. 법률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48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

기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④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후 그 결정

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또는 갱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④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

갱정한다.

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

과세표준을 결정 내지 갱정함에 있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
분한다.<개정 1980. 12.13, 1994.12.22>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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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소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무조정액을 지칭하
는 것이고,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고 함은 법인에 관련된 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할 것인지와 동 금액을 어떤 내용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인 소득의 성격과 그
에 적용될 세율 및 납세의무자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에 그 특정을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
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보아도 위 익금처분에
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반면
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
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
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만, 위 법인세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
면, 익금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하여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처리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 내용 자체가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
되므로, 비록 수권법률인 위 법인세법의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백

141

제 2 장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기준 정립

지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부당함이 없으므로, 굳이 수권법률
을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
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
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
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

14.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96헌바78, 1998.4.30]
【심판대상조문】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상속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 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

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

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

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

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

② 실효 (1993. 5. 13. 선고된 헌법재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판소 92헌바32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은 이를 시가로 본다.

효력상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③ 생략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

액으로 한다.

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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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상속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

2. 양도담보재산

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
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
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
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삭제<1998.12.28>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호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인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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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던지 체결한 후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이던지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
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이 각기 다르므로 그 내용과 태양에 따라 평가
가 달라져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대강의
평가기준, 적어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에 따라 다른 대강의 평가기준
만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여야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 대강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또한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 중
다른 조항이나 다른 세법들의 규정들을 보아도, 위와 같은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위임된 하
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호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59조,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15. 소득세법 제60조,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91헌바1, 1995.11.10]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① 제23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

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로 한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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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

(1994.12.22. 법률 제4803호)
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
(이하 “서화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
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

제23조 (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그

래가액에 의한다.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자산의

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한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

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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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

(1994.12.22. 법률 제4803호)

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가.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
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후 1993.12.31. 법률 제466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
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
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
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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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그에 관한 규정이 전
혀 없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 개략적
인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다. 기준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과세표준
을 알 수 없고, 과세표준을 알 수 없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그 자체
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규
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
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가사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즉응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보다 더 탄력적인 행정입법
에 기준시가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 하
더라도, 국회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
에 따라 위임되는 내용의 기준이나 한계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 겸 재산권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
도록 하여 그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은 헌법
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는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
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기준시가
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
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소득세법만 가지고서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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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예측하는 것조
차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
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
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
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1978.12.30. 대통령령 제
9230호로 개정된 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
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을 국회
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
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
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1994.12.22. 법률 제
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향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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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2004헌가26, 2006.2.23]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

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득으로 한다.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발생하는 소득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3. (삭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

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하는 소득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하는 소득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
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
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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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되기 전의 것)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
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
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
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
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
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

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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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가6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가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자산의 종
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
과 같이 아예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위임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대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고, 위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
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자산의 종류를 살펴본다 하여도 위 법
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어
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회ㆍ경제적 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
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위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인 위
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
세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제94조에 그 내용대로 규정되었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94조 중에서 제3호가 삭제되
고 나머지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2헌가6 사건의 심판대상이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
조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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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제69조)[2006헌가4, 2007.7.26]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의료법

의료법

(2002.3.30. 법률 제6686호)

(2007.1.3. 법률 제8203호)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

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

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

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

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1.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방법

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ㆍ암
시적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기재ㆍ사진ㆍ유인물ㆍ방송ㆍ도

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

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
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
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
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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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의료법

의료법

(2002.3.30. 법률 제6686호)

(2007.1.3. 법률 제8203호)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
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
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제1호

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
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금

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결정요지】
∙ 이 사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법 제46조 제4항과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계가 모호하다. 만일 제46조 제
4항이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독립되어 제69조의 구성요건을 이루
는 것이라면 제4항은 아무런 금지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위반하여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다. 반면 제4항이 제1항 내지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다만 제3항 중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ㆍ진
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 결
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됨) 의료광고의 예외로서 의료광고가 허용되
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제4항만으로는 법 제69조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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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룰 수 없게 된다(즉 처벌규정은 ‘법 제69조 중 제46조 제3항 부분’
이 된다). 한편 위 제4항을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보건,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 간에, 제4항만으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
지 아니면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법 제46조 제4항을 보면 그 문언상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전
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즉, 위임되는 내용이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
위인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하위법령에 규
정될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광고의 내용에
관한 것인지, 절차에 관한 것인지 그 위임의 범위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
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의 사람에게는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게 하므
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18.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99헌마480, 2002.6.27]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1991.8.10. 법률 제4394호)

(2002.12.26. 법률 제6822호)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 전기통

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

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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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1991.8.10. 법률 제4394호)

(2002.12.26. 법률 제6822호)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

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

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
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
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
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
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
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
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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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1991.8.10. 법률 제4394호)

(2002.12.26. 법률 제6822호)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
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
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
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
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
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2.12.26]

【결정요지】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
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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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
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
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
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
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 이 개념은 행정입법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능은 위
임입법에서 위임사항을 명백히 한계지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행정입법의 범위에 대한 아무
런 한계로도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
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
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
조 제2호와 제3호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통신”으로서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각 규
정하여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
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불온통신 즉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
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
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
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여는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은 결
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
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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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
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반한
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온통신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9.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99헌가2, 1999.12.23]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5.12.6. 법률 제4995호)

(2000.12.29. 법률 제6312호)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

제111조 (과세표준) ① (생략)

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

부금액으로 한다.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가액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

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

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

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등 대통

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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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5.12.6. 법률 제4995호)

(2000.12.29. 법률 제6312호)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

여 산정한 가액

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

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

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

③～④ 생략

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

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연부금액에 의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

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3.

대통령령이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증되는 취득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판결문ㆍ법인장부중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
12.31, 1986.12.31, 1993.6.11, 1997.8.
30, 1999.12.28, 2000.12.29>
④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
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
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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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5.12.6. 법률 제4995호)

(2000.12.29. 법률 제6312호)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29>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정한다.<신설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 26, 1995.12.6>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29>

【결정요지】

∙ 납세의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무의 하나이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인 재산권적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납세의무에 있어
서 과세표준은 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면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이를 개략적으로나마 예측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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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겸 재산권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한다
는 점에서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그에 관한 규정이 전
혀 없으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 개략적인 내
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다. 결국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시가표준액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가사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즉응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
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보다 더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기준시가
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위임되는
내용의 기준이나 한계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
야 하고, 납세의무자 겸 재산권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
의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그의 경제생활
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 의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
기 어렵다. 지방세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시가표준액의 개념이나 내용을 구
체적으로 알아내기에 충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위임조항은,
지방세법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조항들의 취지 및 규율대상의 성질 등을
종합적ㆍ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석에 의하여 시가
표준액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
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시가표준액의 내용이나 그 산정방
식은, 경제현실의 변화와 평가이론의 발전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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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입법부가 법률로써 그 기준이나 한계를 규정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위임조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관
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시
가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취득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지방세법만 가지고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
하게 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
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
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
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 심판대상 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취득세를 납
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가 심
판대상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
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입법자가 심판대
상 위임조항을 위에서 밝힌 위헌이유에 맞추어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본문 및 단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 위임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다만 심판대
상 위임조항은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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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
[98헌가17, 1999.1.28]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

(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112조 (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

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

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

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
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ㆍ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1998.12.31>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
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
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
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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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

(1998.12.31. 법률 제5615호)
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
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
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
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
기간ㆍ목적사업의 범위ㆍ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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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
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재판소는 1998. 7. 16. 선고한 96헌바52등 사
건의 결정에서, 위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
∙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면
서 전단 중 “고급자동차”가 삭제되었을 뿐, 그 외에는 개정 전후로 내용
상 달라진 것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급주택’ 부분을 보더라도
구법과 신법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에도 그대로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의 변경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
급주택”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을 불명
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
배되고,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
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98헌가11, 1999.3.25]
【심판대상조문】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1998.12.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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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1998.12.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 삭제

1986. 12.31, 1990.12.31, 1993.6.11, 1994.

2. 건축물

12.22, 1997.8.30, 1998.12.31>

(1) 생략

1. 삭제<1989.6.16>

(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

2. 건축물
(1) 생략

축물：그 가액의 1000분의50

(2)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

(3) 내지 (4) 생략
3. 내지 5. 생략

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

② 생략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별장ㆍ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

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0분의 5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

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세

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

5. 골프장ㆍ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사용되는

토지로서

1995.12.6, 1998. 12.31, 2000.12.29>

대통령령으로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

정하는 토지의 가액

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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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지방세법

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1998.12.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
하는 토지의 가액
제234조의16 (세율) ③ 제234조의15

제234조의16 (세율) ③ 제234조의15제2항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

토지(이하

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을 적용한다.<개정 1998.12.31>

2. 골프장ㆍ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사용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

분의 50

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

【결정요지】
∙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
세법률이고 더욱이 재산세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무겁게 부과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재산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
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조항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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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입법목적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목적도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오락장이라는 막연한 관점만 제시될 뿐 고급오락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
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은 재산세를 가중하는 중과세규정으로서 재
산세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과세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기준과 범위는 재산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법 제188조 제3항이 그 기
준과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려면 스스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
음 위임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오락장의 유형, 규모 등 고급오락장의 핵
심표지에 관하여 최저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한도에서 위임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제188조 제3항은 이를 게을리하여 단순히 고급오락장
용 건축물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함으로써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행정
부의 자의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항의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다른 규정 또는 기타 관련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고
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
정입법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52등, 공보 29, 646, 647 참조). 그렇다면 법 제188조
제3항은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75조
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용 토지 중 ‘골프장
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골프장‘ 개념에 대한 사회통념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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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루는 기본요소인 토
지 및 건축물이 무엇인지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사
치성 재산용 토지의 경우에는 ‘기타 사치성 재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법률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체계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기타
사치성 재산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해 낼
수 없다. 그렇다면 “기타 사치성 재산”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
명확하며 포괄적이므로 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
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부분과 법 제
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
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 조항은 이를 해태함으로써 기
타 사치성 재산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조항의 입법목적만으로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재산이라는 막연
한 이해만 가능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과 어느 규모의 사치성 재산
용 토지가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의 다른 규정 또는 기타 관련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기타
사치성 재산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예측해 낼만한
어떠한 관련법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행정입법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법 제234조
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도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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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80, 1993.5.13]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1992.2.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

(1994.6.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

제 5 조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법

제 8 조 (시설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ㆍ설비ㆍ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시설기준은 별표 4과 같다.

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별표 1] 체육시설업의 시설ㆍ설비ㆍ

관련)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제5조관련)

1. 공통기준

1. 시설 및 설비기준(생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기준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체육시설

가. ∼ 더. 생략

업자의 준수사항)

러. 당구장업

(1) 공통기준(생략)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

(2) 개별기준

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3대 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하

가.∼아. 생략
자. 1)∼2) (생략)

여야 한다.

3)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머. 생략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차.∼카. 생략

【결정요지】
∙ 18세 미만자 출입금지표시 게시의무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
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
률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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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시설, 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문화체육부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5조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서 당구장업에 대하
여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5조에서 위임한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동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건전
한 질서유지 및 사고방지, 청결성 등을 보장하는 기준일 뿐이라고 보여지
므로 위의 수권규정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서 18세
미만자 출입금지표시의무와 같은 일정한 범위의 시설이용자 배제에 관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환언하면 수권규정은 시설ㆍ설비(안전 및 위생기준 포함)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주로 물적 시설, 설비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그
문언을 통하여서는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의 취지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수권법률의 제정 배경이나 전체의 취지 또는 다른 관련제규정과의 의미
관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법률제정자의 객관적 의사가 18세 미만자의
츨입금지를 예정하고 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득이 예외적으로 행정부에서 법규명령의 형태로 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규명령에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근거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형벌법규라고 하더
라도 일정사항의 위임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
추어 보건대 최소한도 범죄의 구성요건의 윤곽만큼은 수권규정 자체에서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5조의
시설, 설비 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
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위 처벌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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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처벌의 전제절차로서 “시정명
령”이 구성요건의 일부로 제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그것이 모법의 규정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
라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도 심판대상규정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내의 규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
운 것이다.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93헌바50, 1995.9.28]
【비 고】

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6.28. 법률 제4760호)

(1995.12.29. 법률 제5056호)

제 4 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제 4 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

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

②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

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
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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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위헌결정 이후 개정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6.28. 법률 제4760호)

(1995.12.29. 법률 제5056호)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

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29]

【결정요지】
∙ 특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수
뢰죄”라는 이른바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신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구성요건 규정이고, 이러한 범죄주체가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
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특가법 제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특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가 어떤 기업체를 가리키는
가에 관하여 특가법 자체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을 보
아도 그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만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하
고 있을 뿐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나 해
석규정이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신분)에 관한 구성
요건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면 결국 그 구성요건은 전체
로서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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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특가법 그 자체에 대통령령(특가법시행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
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
가법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특가법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특가법 제4조 제2항이 “정부관리기업
체”의 정의(定義)에 관한 기본적 사항마저도 규정함이 없이 그 범위를 곧
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실질적인 백지위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 위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명백하다.
∙ 이 점은 특가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특가법시행령 제2조가 1966.4.8. 동 시행령의 공포ㆍ시행이
래 무려 11회(“1969.5.16.자 개정”부터 “1995.4.15.자 개정”까지)에 걸쳐 무
수히 많은 정부관리기업체를 열거하였다가 삭제하고 또 추가로 열거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오로지 그때 그때의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감행되
었던 사실로써도 충분히 실증된다. 특가법 제4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조항이어서 이를 위헌무효로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법규의 흠결로 말미암아 특가법 제4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174

제1절 개 설

제 3 장 위임입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정립
제1절 개 설
행정기관에 대한 입법권위임의 문제는 적극국가현상 내지 행정국가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각국에 있어서 공통하는 과제이다. 또한 그것은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의 양측면을 수반하는 정치수요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제도적 대
응과 권력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통치원리와의 조정이라는 작업을 요하는 어려
운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서 우리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영역에서 구축하여 온 합헌성판정기준을 개관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추상적 위임은 위헌이며 구체적 위임은 합헌이라는 정도의 구조밖
에 없다. 물론 입법권위임의 현실적 필요성과 권력분립․민주주의라는 통치원
칙과의 조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헌법소송에
서 사용되는 합헌성판정기준만으로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입법권위임을 진정으로 헌법적합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헌이 되
기 위한 최저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정책상 보다 바람직한 것으
로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위임법률의 수권규정의 구체성․개별성뿐 아니라 수
임행정기관의 종류․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행정절차의 정비를 필두로 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위임사항이 정부에게 본래적으로
재량이 넓은 사항인가의 여부 등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123)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는 그 전제작업으로서 입법부
가 행하는 입법권위임 그 자체에 대한 합헌성판정기준 및 행정기관이 위임입
법의 제정시에 유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입법권위임에 대한 최저한의 헌법적 요청을 우선 명확히 해둘 위임입법의 정
립에 즈음한 Checkliste를 마련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이러한 Ckeckliste의 마련은
123) Ossenbühl교수는 법률제정과 관련한 재량(입법재량)과 행정입법의 제정과 관련한 재량(명령재량)과
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입법재량과의 차이로서 명령재량에서는 내용적으로 법률에 의
한 지시가 존재한다는 점, 명령제정권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령은 내용, 목
적, 정도에 관해 규정된 법률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행정입법이다. 다른 한편 명령재량과 행정재량과
의 차이로서는 행정재량은 개별결정에 즈음하여 인정되는 일정 정도의 자유를 의미하고 법률적용의
구성요소인데 대해, 명령재량은 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Fritz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3, Heidelberg 1988, Rn.34.

175

제 3 장 위임입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정립

입법실무상 위임입법의 정립시 또는 정립된 위임입법에 대한 사후평가시에 적
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위임입법의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위
임입법의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Checkliste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있다.

제 2 절 위임입법 심사기준의 정립 사례
Ⅰ. 국내의 사례
1. 국회의 심사기준
국회차원에서 행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주목되는 것은 1997
년 1월 13일 국회법개정으로 도입된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이다. 당시 국회
법 제98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훈령․예
규․고시등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7일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는 규정자체에서 보는
것처럼 송부하면 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하게 기능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그동
안 위임입법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이 행해지고 있던 관행에서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그 후 2000년 2월의 국회
법개정으로 이를 보완하여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
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
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
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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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
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
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전문위원은 이들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98조의2 참조).
이와 같은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업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실에서는 정기적
으로 행정입법 분석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법제실이 간
행한 법제실무 지침서에는 위임입법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124)

○ 행정입법에 위임하기 전에 위임대상을 확정하고 위임대상의 성질을 고려하

여 위임의 허용가능성과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 입법자 스스로 위임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행정입법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 의회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거나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지 등 위임의 허용여부를 검토한다.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개정수요가 많은지 입법환경이 유동적인지 등
위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에 위임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법률을 적용받는 국민이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구체성 명확성의 기
준으로 한다.
- 문언상 위임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
은 표현은 쓰지 않는다.
- 금액이나 기간 등 수량화할 수 있는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률에 상한이나 하한을 규정하고 위임한다.

124)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118면 이하 참조.

177

제 3 장 위임입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정립

- 한정적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예시를 하는 방법으로 위임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입법의 종류를 선택할 때 행정입법의 절차를 고려한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행정상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입법권자가 관보에 공포하고, 특히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는
반면에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순으로 위임한다.
○ 자치법규에 위임할 때 구체성 명확성 기준의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수익적인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
괄위임금지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에는 수권규정의 구체성 명확성을 완화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법인의 정관은 법인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법규범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
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민의 기
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국회의 위 기준은 일응 비교적 상세한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규정
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개별법령에서 위임이 행하여질 경우 입법자의 자의나 재
량이 개재할 여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도 있다.125)

2. 법제처의 심사기준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구로서 행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에서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위임입법
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술하고 있다. 우선, 법령의 규정형태에 관
한 원칙으로서 ① 명확성의 원칙, ②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③ 중요사항유보

125) 조정찬, 포괄위임 금지에 관한 단편적 검토, 법제 2009.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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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④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을 지적하면서 이들 원칙들은 법
률에서 명령에 수권(위임)하거나 정부에 수권(권한 부여)할 때 그 법률의 수
권규정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들로서, 이 원칙들은 기
본적으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는 하나 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하고 있다.
우선 일반론적으로 첫째,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법률주의, 기본권존
중주의, 법률유보 등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중요 사항
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의회가 결정)하여야 하고,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법률
의 규정만으로 수임(수권)기관의 행위의 내용이나 하위 명령의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예
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느냐(규율밀도) 하는 점에 관해서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면서, ① 입법의 효과가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특히 형벌과 조세)인지 기본권제한⋅의무부과의 완
화 또는 급부 등에 관한 것인지, ② 입법의 규율대상이 단순하고 안정적인지
복잡⋅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것인지, 일반적인 사항인지 전문적⋅기술적 사항
에 관련된 것인지, ③ 피규제자가 전체 국민인지, 아니면 특정집단(분야)의 국
민인지, 특정집단의 국민이라면 해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규율의 밀도가 달라지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규율대상이 단순하고 안정적인 경우와 피규제자의 범위가 넓고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률에서 규정하여
야 한다.
셋째,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가능한 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② 규율대상⋅내용⋅기준 등의 상한과 하한(사안에 따라
서는 그 중 하나)을 정하며, ③ 입법취지나 하위법령의 입법방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덧붙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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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입법의 한계와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입
법사항으로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
로 정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재량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한다.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규정 대상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입법할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문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법률에서 위임할 때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
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위법규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 또
는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일정 부분을 규정하고 나서 하위
법규에서는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아래와
같이 하위법규에서 규정할 때 지침이 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결과
적으로 포괄위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일반적 시행령 위임조항

-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률의 위임을 받으
면 위임명령인 대통령령을,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집행명령인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 위임시 법령별 소관사항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한
다. 그리고 헌법에서 특히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
하여도 그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
으로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바로 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 등
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하려는 내용에 따라 어떤 법령의 형식에 위임하는 것
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인지, 부령
에 위임할 사항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는 고시 등은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 그 업무의 성질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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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위임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임하기로 한다(｢행정규
제기본법｣제4조 제2항 참조).
- 법률의 소관사항 예시 : 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예시 :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률을 집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④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⑥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예시 : ①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④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⑤ 절차적․
기술적 사항

3. 기 타
위의 심사기준외에도 위임입법의 정립시 유의하여야 할 심사기준으로서 참
고가 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의 각종 평가제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있다. 특
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
향평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평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
별영향평가 등에서 제시된 각종 평가기준 내지 심사기준도 위임입법의 심사기
준 마련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의 “재량권행사의 투
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입안 심사기준”도 참고가 된다. 법령과 관련한 이들 평
가제도는 법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효과의 예측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거둔다. 이들 평가제도는 당해 법령안의 영향예측, 객관성 확보수단으
로서 입법과정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는 유
효성을 긍정할 수 있다.126)
그러나 이들 평가제도는 새로운 법령등의 입안이나 종래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에 관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한 성과를 분석하는
126) Hans Hoffmann, Von der Deregulierung zur Rückführung der Staatsaufgaben. Gesetzesfolgenabschätzung
und Gesetzcontrolling als politische Steuerungsinstrumente, ZG 1999, S.4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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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 기준 역시 특정한 성과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에 대
한 심사기준의 정립은 입법기술적인 검토에 중점을 두어 위임입법의 합헌성,
합법성 및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작성된 조문들이 어느 정도로 준수가능하고
집행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정들을 제거하고 규
정의 간이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규정의
흠결과 결함을 인식하게 하여 그에 대한 수정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Ⅱ. 외국의 사례
입법을 위한 일정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입
법자의 입법의도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식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위한 적
용지침(Verhaltenanweisungen für Gesetzgebung)”127)을 설정하여 법령을 정식화하
고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의 범위와 정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
적으로 그 국가의 헌법상 입법권한의 배분과 관련한 제한, 법안심사와 승인의
절차, 입법문화와 전통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들 입법기술 지침은
① 법문의 구조와 조항 체계, ② 법문의 용어와 문체(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어문론적 측면), ③ 규범의 동태(개정, 폐지 등), ④ 공포와 효력발생 등 좁은
의미의 입법기술분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입법의 방법론이나 법
령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한 것도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성(합헌
성심사, 유럽공동체규범 또는 국제법과의 조화성심사), 기존법체계와의 정합성
(체계정당성, 법규범의 서열등급, 원칙과 예외의 관계 등)에 관하여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형도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에 한정하여 일정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입법시 유의하여야 할 여러 원칙 가운데 위임입
법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는 사례는 많다.

127) Burkhardt Krems, Grundfragen der Gesetzgebungslehre. erörtest anhand neuerer Gesetzgebungsvorhaben
insbesondere der Neuregelung des Bergschadensrechts(Schriftenreihe zu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atsachenforschung, Bd.44), Berlin 1979,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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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 일
독일의 경우 연방차원에서의 입법실무지침서로서 연방법무부가 편집한 “법
형식 입문서(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에서는 법률 및 법규명령의 작성
과 관련한 입법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연방법무부의 합헌성심사
(Die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입법의 정립과 관
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128)
[ 연방법무부 합헌성심사기준(발췌) ]
7. 법률에서 법규명령의 발령의 권한이 수권된 경우(행정부로의 입법권한의 이전)
-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명령에의 위임이 허용되는가?
- 부여된 위임의 내용, 목적과 범위가 충분히 명확한가?
- 법규명령이 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 수권된 법률에 의한 법규명령의 동의필요성이 포함되는가?
8. 법규명령이 발령되어야 할 경우
- 구체적으로 연방법률의 권한부여가 법규명령을 지지하는가?
- 법률에서 법규명령에의 위임의 내용, 목적과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가?
- 법규명령이 이러한 범위를 지키고 있는가?
- 위임규정이 규정의 도입형식에서 명시되었는가(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3문)?
-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인가?
11.3 입법자가 모든 본질적인 규정들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또는 행정부
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는가?(본질성 원칙)

그리고 각 주정부에서도 주의 법령입안과 관련하여 연방법무부의 법형식입
문서와 비숫한 내용의 입법지침 내지 심사기준표(prüfungliste, prüfkatalogie, prüffragen)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심사기준표에서는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예컨대, ① 가능한 한 (형식적)법률-법규명령-행정규
칙이라는 입법원칙을 준수하였는지, ② 입법의 경제성의 의미에서 개정되기
12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Hrsg.), 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 3. Aufl., Köln 2008, S.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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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안의 규율을 위임하였는지, ③ 위임에 있어서 수권규정의 내용, 목적 및
범위가 충분히 명확한지, ④ 위임의 권한과 재위임의 권한이 상위 법령에 규정
되어 있으며, 그러한 권한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범위에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Baden-Württemberg주 법령입안을 위한 명령(Anordnung der Landesregierung und
der Ministerien zum Erlass von Vorschriften, 2004.12.23 제정) 가운데 위임입법
과 관련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29)

1. 목 적
주정부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과잉입법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정부는 자신의 관할범위 내 및 소속 행정관청에서 필수불
가결하게 요구되는 규정을 대상으로 제정하고, 규율밀도도 제한하여야 한다.
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령입안을 위한 이 명령에서는 법령제정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제시한다.
3.1 규율(Regelung)
이 명령에서 규율이란 법령,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을 말한다.
3.2 법령(Rechtsvorschriften)
법령이란 법률과 법규명령을 말한다.
3.3.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 지침(Hinweise)
이 명령에서 행정규칙이란 주정부, 주장관이 주행정관청이나 주의 감독을 받
는 공법인, 영조물, 재단법인에 대한 기속력 있는 일반․추상적인 지시를 말
한다.
행정규칙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명칭이나 공개여부가 아니라 규율내용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통일적 정리를 위하여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 표시하고, “지침”
은 기속력 없는 통지로서만 사용한다.
3.4 직무상 명령(innerdienstliche Anordnung)
3.4.1 직무상 명령이란 내부운영, 근무과정, 감독, 근무자의 관리, 2 이상의 주
행정관청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되는 규율을 말한다.

129) http://www.gaa.baden-wuerttemberg.de/servlet/is/16499/4_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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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규율이 직무상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의문이 가는 경우에는 행정규칙
으로 간주한다.
4.3 규율단계(Regelungsstufe)
4.3.1 하나의 규율은 여러 규율단계들(법률, 명령, 행정규칙 내지 직무상 명령,
지침) 중에 선택가능한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의 규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컨대,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 보다 지침이 우선권을 가진다.
4.3.2 법률에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규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에는 행정기술적인 지시와 서식견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3.3 법률안에 위임명령권을 규정한다면 법률제정이 간단히 되어 입법절차에
서의 수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에 집행부에 대한 위임
명령권을 부여하려면 법령에 규정을 마련해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는 지
를 검토한 후에 해야 한다.
4.4. 규율평가(Regelungsfolgenabschätzung)
4.4.1 규율목적의 주된 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포함하여 사안관련효과와 전반
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4.4.2 모든 규율목적에 비추어 남녀의 생활상태에 대한 영향도 부록 1의 질문
예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질문예시는 사회장관이 다른
행정부 장관들과 협의 하에 계속 보충해 나가야 한다.
4.4.3 “미래의 가족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율목적들에 의
해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도 심사하여야 한다. 가족상황은 가능한 향상되도
록 모든 규율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규율목적을 설정하
는 최소한의 기준은 가족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4.4.4 적용범위와 특히 비용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규율목적설정시에
는 방법론과 추천할 만한 행동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입법평가 지침서
(Leitfadens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와 그 기초이론을 기술한 “입법
평가 입문서(Handbuchs 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그 행동방식(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평가)은 규율목적의 종류와 내용
에 따라 행한다. 이러한 전제설명에 불구하고 전술한 1문에 따른 규율목
적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4.5 비용계산시에는 다음과 같은 당시에 유효한 기준들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급여, 상여금, 임금을 산정하는 재무부 지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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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정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비, 수수료 그리고 그 밖의 부담금 확정시
에 고려하는 행정비용 산정에 관한 재무부의 행정규칙(비용산정에 관한
행정규칙, VwV-Kostenfestlegung)
4.4.6 규율평가와 그 검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는 최소한 규율목적이
시민, 가족, 경제,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그 밖의 간접국가
행정의 주체, 해당 관청의 소속기관, 관청내 또는 관청간 그리고 관청과
외부간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예측, 평가, 가정의
근거를 최소한 서면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5 실험조항(Erprobungsklausel) ; 유효기간
4.5.1 지금까지 규율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규율목적의 달성도를 실험하
기 위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험조항을 마련한다.
4.5.2 법령 제정시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5.3 실험 내지 다른 잠정적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법령제정시에는 유효기간
을 정해야 한다.
4.5.4 모든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은 규율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개
되는 행정규칙이나 직무상 명령의 경우에는 최대 7년, 비공개되는 행정규
칙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후자의 경우 2문의 기준에
의하여 유효기간경과 전에 4년까지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
기간의 최대허용한도는 행정규칙 내지 직무상 명령의 일부개정시를 초과
해서는 안 된다.
4.5.5 위 4.5.4는
- 연방과 주가 통일적인 안을 마련하는 경우 내지 주상호간 장관수준에서
합의하거나,
-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공개하는 행정규칙
내지 직무상 명령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6 초안의 작성
4.6.1 규율은 부록 2(규정제정지침)의 기준에 따라 시민과 근접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6.2 규율은 행정절차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행정절
차의 전자적 처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이를 미리 규정화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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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문의 경우 업무절차 및 규율은 최대한 신속한 처리절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개정하여야 한다.
5. 행정규칙의 최대 제정숫자
각 부처가 파악한 공개 및 비공개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의 수는 2000년 12월
31일 파악된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정부와 장관은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9. 자동 실효(Verfallsautomatik)
9.1 8.5에 따라 공포색인에 수록되지 못한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은 4.5.4에
따른 확립된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제정된 년도 또는 공포색인
에서 삭제된 년도의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9.2 공포된 후 7년 이상 경과된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 및 3년 이상 경과되
어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비공개 행정규칙은 이미 이전에 효력을 상
실하지 않는 한 각각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4.5.5
에서 언급된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은 제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7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후술하는 10.1에 따른 심사는 받아야 한다.
9.3 200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규정(법)들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9.1과 9.2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10. 규정심사(Vorschriftenbereinigung)
10.1 일정기간 내 정기적인 심사
유효기간을 한정(4.5)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율의 필요여부에 관하여 즉,
- 필요한지
- 줄일 수는 없는지, 기준들을 하향조정 할 수 있는지, 모두 폐지할 수는 없
는지
- 여전히 효력이 있는 지, 특히 다른 실정법과 모순(충돌)되지는 않는지
- 다른 규율과 종합하여 정리할 수는 없는지
-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내지 예외적인 경우 연장하여야 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율의 유효기간이 아주 단기이거나 규율내용이 위와
같은 심사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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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시행은 조직적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심사결과와 심사포기이유
에 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10.2 유지심사(Bewährungsprüfung)
10.2.1 입법평가 지침서(Leitfadens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따른 규율
효과평가를 시행할 규정 내지 4.4.4의 전제를 갖는 규정들의 경우 효
력발생이후 늦어도 3년 내 평가가 가능한 즉시 관할 전문 행정부서에
서 유지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한 규율효과와 예측적인 효과
를 비교하고 목적달성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2.2 유지심사결과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규율은 폐지하여야
한다. 만약 독자적인 폐지권한이 없다면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Saarland주 입법심사기준(Prüffragen zu Rechtsetzungsvorhaben des landes) 가운
데 위임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 법률로 정립하여야 하는가?
4.1 (본질성이론의 고려 하에서) 규율 대상들이 법률유보에 해당하는가?
4.2 주헌법 제120조 제1항을 준수하였는가?(예를 들어, 새로운 임무가 연방법
상의 명령의 수권에 따라 주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야 하는가?)
4.3 다른 이유로 인하여 규율 대상이 의미가 있다면 그 규율은 의회에 유보되
어야 하는가?
4.4 만약 형식적 법률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규율은 법규명령으로 제
정될 수 있는가? 왜 행정규칙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
법상의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의 정관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5. 지금 처리하여야 하는가?
5.1 어떠한 사실관계와 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규율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5.2 왜 예상가능한 개정필요성과 규율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입법절
차를 개시하여야 하는가?
6. 규율범위의 한정이 필요한가?
6.1 초안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조항이나 계획목적에 관한 서술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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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규율의 밀도(세분화와 상세화)를 좀 더 일반적 표현(유형화, 개괄화, 불확
정 법개념, 일반조항, 재량의 허용 등)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
6.3 계획된 기준들(Standards)이 현실적인가?
6.4 예상되는 개정요소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것들이 명령입안자에게 위임되거
나 또는 행정규칙에 삽입될 수 있는가?
6.5 동일한 사안이 다른 방식 특히,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가(중복규
제의 금지)? 예를 들어,
- 전환되고 직접 적용되는 국제법적인 조약
- 유럽연합의 지침
- 연방법
6.6 동일한 규율대상에 관한 기술적 규칙 (특히, DIN)이 도입되고 있는가?
6.7 계획된 규정을 통하여 현존하고 있는 어떤 규정들이 영향을 받는가? 이들
규정들은 삭제할 수 있는가?
6.8 구체적인 개정필요성의 심사를 통하여 규율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7. 효력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가?
7.1 규율을 오로지 예상가능한 시간적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7.2 기한이 설정된 실험적 규율(Regelung auf Probe)로 대체가능한가?

2. 스위스
스위스 연방법무부(Schweizerisches Bundesamt für Justiz)에서는 입법자가 법
률, 명령을 입안할 경우의 유의사항과 의원입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협력에 관
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듈(Modul)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130)
2009년에 마련된 “명령 입안을 위한 모듈(Modul Verordnung)”에서 제시되고 있
는 명령입안시의 유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듈 명령은 명령의
입안과 개정에 즈음하여 입안자에게 절차적 지도원리로서 기능한다.

130) Bundesamt für Justiz, Gesetzgebungsleitfaden Modul Gesetz(2008) ; Gesetzgebungsleitfaden Modul Verordnung(2009) ; Modul Parlamentarische Initiative(2008). http://www.ejpd.admin.ch/ejpd/de/home/themen/staat_
und_buerger/ref_legistik/ref_gesetzgebungsleitfad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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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정보
1.1 모듈 명령의 목표 <생략>
1.2 명령 : 기본적 정보
∙ “명령(Verordnung)”이라는 개념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규적인 내용

을 포함하는 법령이지만, 법률의 하위의 법적 단계에 위치하거나(법
규명령) 또는 행정행위(행정명령)와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은 직접적으로 구속력있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으로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며 또는 관할권을 확
정하는 법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의회법 제22조 제4항). 법규
명령은 연방의 공식법령집에 수록된다.
∙ 행정명령(Verwaltungsverordnung)은 하위 행정단위에서 발하는 구속력

정 의

있는 명령으로서, 훈령(Weisung), 복무규정(Dienstreglement), 지시(Anleitung), 회람(Kreisschreiben), 지침(Leitfaden) 등을 포함한다. 행정명령
은 일반적으로 법령집에 수록되지 않는다.
- 행정명령은 종종 행정기관에서 연방법상의 규범에 대한 해석과 적
용 통일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 보통 행정명령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권리 또한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용
문(Erlass) 처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예외적 경우에 연방법령집에 수록된다.
∙ 이 모듈 명령은 법규명령만을 다룬다.
∙ 명령은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발령된다.

- 입법부(연방의회의 명령)
- 행정부(연방내각, 행정 각부처, 통합부서 또는 부서의 명령)
- 사법부(연방법원의 명령)
관할기관

- 분권화된 행정기관(자치단체) 또는 연방행정기관 외에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
∙ 이 모듈 명령은 이들 모든 기관들의 명령과 관련된다. 또한 (해당 기

관과 관련하여) 연방내각 또는 행정 각부처의 명령은 다른 기관들
의 입안자들이 그 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독립명령과
비독립명령

∙ 독립명령(Selbstständige Verordnung)은 연방헌법으로부터 직접 명령제

정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이다(연방헌법 제182조 제
2항, 제184조 제3항 그리고 제18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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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독립명령(unselbstständige Verordnung)은 헌법단계의 하위에 있는 상위

법 -대개는 법률단계- 에 규정된 위임조항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이다.
∙ 대부분의 명령은 동시에 1차적 규범과 2차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

며, 따라서 절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2차적 규범(또는 법률보충적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통일적인 법사용

에 기여한다. 2차적 규범은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그 실제적 법
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불확정법개념을 구체화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조직상의 문제를 규정한다. 그러나 2차적 규범
일차적

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새로운 권리 또한 부

규범과

여할 수 없다. 또한 그 자체 법률의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차적

- 2차적 규범은 위임규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방헌법 제182조

규범

제2항에 따르면 연방내각은 입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 1차적 규범(또는 법률대체적 규정)은 위임규정을 통하여 확정된 범

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 1차적 규범은 직접적으로 연방헌법 또는 법률에서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근거지워진다(연방헌법 제164조 제2항). 위임규정은 대상,
목적 및 범위가 한정되고 있으며, 그리고 가능한 경우 위임된 규
율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한다.

1.3 명령을 위한 중요한 법규정 <생략>
1.4 접근가능한 전자문서 <생략>
1.5 주요 참고문헌 <생략>
2. 동기
2.1 유발요소들
명령의 입안 또는 개정의 동기는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도출되어질 수 있다.
∙ 법률상의 의무

- 법률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 기관은 명령을 입안하거나 개정하
여야 하고 해당 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량의 여지도 없다.
∙ 상급기관에 의한 위탁

- 소관 기관은 전문부서에 명령개정을 검토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직접
적으로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191

제 3 장 위임입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정립

- 이것은 제도화된 절차의 결과일 수 있다(예컨대, 제안이나 심의요청 또
는 국민발안의 제출). 또한 상위법(헌법, 법률, 상위 명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상급법원(유럽인권법원 또는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야
기되어질 수 있다.
∙ 부서에 의한 발의

- 상급기관에 의하여 명시적 위탁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부서는 명
령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ㆍ행정조직법 제5조와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그들의 업무와 임무를 검토하여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명령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입법절차를 개시한다.
2.2 초기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
→ 4.3 법적인 기본조건들을 조사한다.
→ 4.5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2.3 공식적인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위임을 통하여 입안되어지거나 개정되어질 명령의 범위가 변경되어진다. 종
종 위임은 단지 묵시적으로(예컨대, 연방내각, 행정 각부처, 통합부서 또는 부
서의 계획) 또는 사후에(예컨대, 규범구상의 승인 또는 기관이 작성한 명령안
에 대한 연방내각 또는 행정 각부처와 같은 상급기관의 추인) 승인된다.
∙ 명령의 입안전에 연방내각에서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부서는 제안서(Antrag)와 임시의결서(Beschlussdispositiv)를 준비
하고, 그 이후에 기관간 협의(Ämterkonsultation)와 공동보고절차(Mitberichtsverfahren)를 개시한다(모듈 법률 참조).
3. 계획
명령에 관한 모든 프로젝트는 신중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시간적 필요
성과 인적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위한 주도적인 수단으로서 기여한다.
3.1 시간적 필요성과 인적 필요성
시간적 필요성과 인적 필요성은 명령의 입안과 관련되는 서로 다른 상황들
과 관련된다. 다음의 개요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들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92

제 2 절 위임입법 심사기준의 정립 사례

-에 대한 영향
과

정

초안에 대한
법적, 언어적
검토

계

기

시간적
필요성

인적
필요성

☆☆/☆☆☆

☆☆/☆☆☆

☆☆

☆

☆☆☆

☆☆

∙ ⒜공청회(또는 의견수렴절차)의 개최

및 ⒝명령의 승인을 위한 부서간의
협의나 결정기관(연방내각, 행정 각
부처 등)과 상관없이 검토한다.
∙ 부수적 영향에 관한 사전적 파악
∙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환경적, 사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절차

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
력을 가진 명령 또는 연방행정기관
이외의 다수의 기관에 집행되는 명
령 또는 각 자치단체에 특별하게 적
용되는 명령

의회의 협의

∙ 소관 위원회의 요구

규제영향평가

∙ 경제에 대한 효과

☆
☆☆

☆☆

☆☆/☆☆☆

☆☆/☆☆☆

☆☆/☆☆☆

☆☆/☆☆☆

다른 입법
계획과의

∙ 상호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안

조정
∙ 명령은 해당 관할부서, 연방행정기관

전환

이외의 기관 또는 각 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전환작업을 필요로 한다.

3.2 법적인 기본조건들이 충분하게 주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명령으로 규율하려는 내용이 다른 (동서열, 상위서열 또는 하위서열) 법안 또
는 입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별도의 프로젝트조직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한다.
아주 복잡하거나 또는 중요한 명령의 경우에만 별도의 프로젝트조직이 필요
하며, 보통 결정권은 해당 관할 부서에 있다.
∙ 법률의 입안에 있어서 별도의 프로젝트조직(예를 들어, 행정부 내부의 연

구팀, 연구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상설위원회, 연방과 각 주간의 동등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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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서는 그 별도의 프로젝트조직을
명령의 입안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대개는 신설하거나 간소한 조직
형태가 선택되며, 또한 동시에 법률의 입안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다시 활용한다. 필요할 경우 특히, 개별적 문제의 심화를 위하여 그 외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아주 복잡한 프로젝트는 행정부 내부의 연구팀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것

은 필요한 결정을 신속하고, 협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다.
3.4 프로젝트계획을 수립한다.
∙ 복잡성에 따라서 프로젝트계획은 다음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명령의 필요성
- 명령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목적
- 중요한 단계들에 대한 시간적 계획
- 명령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추정일자
∙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역할을

수행한다. 즉,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예상한 지
적, 시행과 집행구조에 맞추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가 필요한 추정 시간,
유사한 법안의 효력발생과의 조화 그리고 간행을 위한 기한
∙ 필수자원(인적ㆍ재정적 자원) : 시간적 필요성을 포함한 이행을 위한 자원

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기 타

3.5 프로젝트계획의 승인
프로젝트계획은 승인이 필요하다.
∙ 프로젝트계획이 단지 프로젝트에 참가한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만 구속력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지도부(의 승인), 경우에 따라서 행정 부
처의 지도부(의 승인)
∙ 동일한 행정부처의 다수의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만들어진 경

우에는 행정부처의 지도부(의 승인)
∙ 다수의 행정부처로부터 하나의 연구팀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2개 또는 다

수의 행정 각 부처의 지도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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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계획이 서로 다른 행정 각 부처들 또는 다른 행정 각 부처

들의 부서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내각(의 승인)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부서간의 협의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공동보고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제안서와 임시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4. 구상단계
구상단계에서는 입안하려는 명령의 기본적인 규범적 내용을 언급한다. 우선, 프
로젝트에 관한 필수적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후 규범구상을 한다. 그에 따라서
최초로 명령초안을 작성한다.
4.1 제시된 정보들이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 필수적인 정보들은 내용적인 사항 또는 법적인 사항이다.
∙ 법률의 입안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는 당연히 필수적인 정보들이 존재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규율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달성하려
는 목적, 취하여야 할 조치 그리고 해당되는 인적 범위를 알 수 있다.
법적인 기본조건들도 명확히 할 수 있다(그 이유는 법률의 입안 가운데
이것이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변하지 않은 단순한 명
령의 개정의 경우에는 삽입되는 법규정들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예컨대, 존재하고 있는 정보들이 오래되어 진부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면, 모듈 법률(Modul Gesetz)에서 제시한 문제해결방식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4.2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 명령의 제정에 따른 행동영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법적인 근

거를 검토해야 한다.
∙ 법률이 1차적 규범을 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위임규범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단순한 2차적 규범을 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야 한다.
4.3 법적인 기본조건들을 조사한다.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령을 발하는 관할권 행정기관이 누구인지에 관하
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95

제 3 장 위임입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정립

4.4 하나 또는 다수의 명령
행정부는 법률마다 하나 또는 다수의 명령을 발하는데 관한 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4.5 부분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결정
→ 연방내각의 입법기술 지침 참조

4.6 규범구상의 입안 및 승인
→ 규범초안을 작성한다(모듈 법률 참조).
다음의 전제조건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행정 각부처 또는 부서의 훈령은 규범
초안 작성이 의무화된다.
∙ 새로운 명령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명령
이 현저하게 변경된다.

규범초안의 작성

∙ 명령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상
급기관이 법적 대강 또는 내용을 충분
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 명령의 변경이 제한된 효력범위만을 가
지고 있다
∙ 상위의 관할권있는 기관이 법적 대강
또는 내용을 충분하게 확정하였다

간단한 규범초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예
외적으로 규범초안 작성을 포기한다

규범초안 작성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명령이 어떠한 것에 근거하는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거나 또는 확
정된 근거들이 어떠한 절차적 상태속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 법률적 근거와 위임규정을 열거해야 한다.
규범초안은 보통 기관의 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진다. <이하 생략>
5. 명령안과 제안서
5.1 명령안의 작성
규범초안을 근거로 하여 명령안(Verordnungsentwurf)을 작성한다. 규범초안이
합목적적이지 않거나 또는 오류와 흠결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수정
하고, 승인을 위하여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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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적절한 규범밀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필수조건이 규범밀도를 형성한다. 한편으로는 통일적 법
적용에 대한 요구와 법률의 불확정법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요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을 위한 충분한 재량의 여지의 보장이다. 명령에서 불확
정법개념이 구체화되어진다. 행정을 통한 집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활동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령의 규율밀도는 법률의 규율밀도보다 더 상세하다. 명령은 더
강력하게 세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더 강력하게 기술적으로
지향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 또는 다수의 명령안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규범밀도에 관하여 사전에 의견 일치를 하여야 한다.
5.3 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추정일을 사전에 공지한다.
집행기관과 규범수범자는 사전에 명령 또는 법률의 효력발생에 대한 추정일
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공청회 등에서 이를 제시).
5.4 제안이유서를 작성한다.
명령안이 공청회(또는 의견수렴절차) 또는 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안이유서가 명령안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들 명령안과 제안이유서는
관여 기관들과 공청회(또는 의견수렴절차)의 참여자 또는 의회에 법안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첨부된 제안이유서는 명령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중요한 법적 논점을 제시한
다. 제안이유서는 추후 명령규정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하 일부생략>
다음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명령안이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률에

∙ 법률의 제안이유서에 언급된 내용을

따른 것으로서, 그 효과가 이미 충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정보들을 제안이

하게 주지되어 있다.

유서에 간략하게 요약한다.

∙ (개정되는) 명령안의 추정적 효과가

무의미하다.

∙ 제안이유서에 효과가 의미없다고 언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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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경제에 대한 명령의 효과가 알려져

∙ 필요한 경우에 규제영향평가의 결과

있지 않다.

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그 효과를 제
시하여야 한다.

5.5 번역문을 검토한다. <생략>
5.6 명령의 승인이전에 어떠한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공청회(또는 의견수렴절차)와 의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은 명령의 승인절차를 바로 개시한다.
공청회(또는 의견수렴절차) 또는 의회와의 협의가 실시되는 경우에 다음 6장
을 참조한다.
6. 공청회(또는 의견수렴절차)와 의회의 협의
6.1 협의절차의 구분
협의에 있어서는 대안의 선택가능성 및 보완가능성이 다수 존재한다.
외부의 수범자에게는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절차의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진
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의 협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6.2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절차 또는 무협의
다음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명령안이 내용적으로 무

∙ 해당 기관이 직접 명령안

의미하다.

의 승인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읽을 것을 권고한다
→ 7. 승인

∙ 명령안이 단지 내용적으

로 하위의 효력범위일 뿐
이고(대부분 기술적인 특
성), 그리고 단지 제한적

∙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개

최를 준비한다.

6.5 기관간 협의

인 인적 범위만이 관심대
상이다.
∙ 명령안이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개

최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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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읽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거대
한 효력범위를 가지고 있
거나 또는 연방행정기관
이외에서 집행되어진다.
∙ 위에 언급된 모든 조건들

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한 임의적인 범위에서
명령안의 집행에 각 자
치단체가 해당된다.

6.3 의회와의 협의 <생략>
6.4 공청회와 의회와의 협의의 조정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공청회와 의회와의 협의를 유용하게 동시에 개최한
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는 수많은 행정적 요소들(위원회의 회의일정, 당면한
협의의 숫자 등)과 정치적 요소들(법안의 의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편적 해결책은 없다. 해당 기관은 의회의 소관 위원회 사무국과 연
방수상청의 법무팀과 의견합의를 통하여 시간적 순서를 결정한다. 해당 기관
은 연방수상청에 6개월마다 당면한 공청회를 보고한다.
6.5 기관간 협의
<일부 생략>
기관간 협의는 법안에 대한 1차적 질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특히, 명령안
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그로부터 내용적인 변경이 이
루어진다. 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은 규정의 내용은 더 이상 기본적인 검
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밝혀졌다.
6.6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결정
공청회 개최에 관한 결정은 해당 부처가 판단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
기도 한다. 명령안의 공청회 경우에 수범자의 범위가 반드시 법률안 공청회
에 있어서와 동일한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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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명령안이 논란이 되거나 또는 대상 기관이나 조직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부가적으로 해당 부처에서는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를 제출
해야만 한다.
6.8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청회의 수신자의 입장표명에 대한 의견수집 후에 해당 기관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중점사항은 공청회의 정치
적 본질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한 중점사항은 행위에 대한 활동영역을 내용
으로 한다. 자치단체의 입장표명은 연방법의 전환 또는 집행에 관한 문제
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되어진다. 결과보고서는 출판되어져
야 한다.
6.9 공청회의 결과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
해당 기관은 공청회에서 공표된 입장표명과 의회와의 협의로부터 결론을 도
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안과 제안이유서를 그 결과에 부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명령안이 경제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거나 그 명령안이 현저하
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의 결과와 국민경제적 효과에 관한 언급
도 그에 상응하게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령안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판단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6.10 결과보고서의 승인을 받는다 <생략>
7. 승인
7.1 기관간 협의
기관간의 협의는 그 밖의 다른 관점들을 고려하고, 흠결을 메우고 그리고 있을
법한 내용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미 공청회 개최를 위하
여 1차 기관간 협의가 실시되고, 그때부터 명령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
관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관간 협의는 내용적으로 관련되는 기관뿐만 아
니라 그 밖의 기타 기관(수평적 출연기관)과도 협의를 한다. <이하 생략>
7.2 형식적 결정
해당 기관은 공청회의 결과를 확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효력발생일을 확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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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적극적 정보제공과 소극적 정보제공
명령안과 기관간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문서들은 명령의 승인 후에 국민들에
게 접근이 허용되도록 한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문서들을 결정한 이후에도
또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공개법 제8조 제3항).
해당 기관은 공청회의 수신자에게 결과보고서의 출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자문서로서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통지한다. 각부
처는 그 소관의 명령의 경우에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인터넷을 통한 (제안)설명서의 출판은 전환과정을 쉽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8. 전환 <생략>
9. 사후적 평가
법률과 명령은 하나의 전체 규범을 형성하기 때문에 명령의 효과와 법률의 효
과는 구별되지 않는다. 법률의 집행을 위한 승인시기 동안에 보통 효과분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명령에 대한 평가는 그에 따른 법률의 평가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또는 개정된 명령이 커다란 효과와 연결되어지면, 평가는 이러한 관점
에 집중되어야한다.

제 3 절 위임입법 심사기준 검토
Ⅰ. 개 설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것을 법규범으로서 정립하는 때에 그 판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나아가 헌법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헌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입법재량의 행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가 많으며, 이 경우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경
제적 및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는 법률을 제정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으
로는 입법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입법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개별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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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법률을 헌법, 법률 또는 규칙에 정해진 절차로 심사를 행한다. 그리고
입법재량은 입법자가 입법작용을 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다양한 입
법의 요소에 관해 행사되며, 그곳에 입법재량의 남용이 있다면 당해 법률은
위헌이 된다.
입법자가 이러한 고려를 게을리 한다면 이른바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될 위
험성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입법자는 수립하려는 법질서가 법적 안정성을 상
실하지 않고, 규범영역 사이에 모순과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질서 또는
규범영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자는 효과적인 입법을 위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입법방향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객관성을 구비한
그리고 주관적으로 최대한의 개연성으로서 선택하여야 하는 예측확실성(prognosesicherheit)을 가지고 입법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입법자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일정한 기준을 검토함에 있어서
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관점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임입법의 성질이나 각국의 헌
법구조와 입법문화 내지 입법전통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법률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고, 그 법률에 공통하
는 원칙 역시 일률적으로 공통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내지 원칙
도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위임입
법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은 법률과의 관련에서 구체적 내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일반적 입법심사기준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어
서는 특별한 전문지식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위임입법의 심사기준은
헌법상의 위임입법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내용적으로 매우
한정적이라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임입법의 심사기준은 헌법상의 가치와 적합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이바
지할 수 있도록 헌법적합성에 관한 내용외에 입법자가 위임입법과정에서 이행
하여야 할 각종 의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등원칙이나 비
례원칙 등이나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입법기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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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이해가능성 등)의 준수는 입법자가 법령이라는 국법형식을 규율하는
이상 자명한 것으로서 이를 위임입법의 심사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다.131) 또한 기본적으로 입법은 사회적 갈등
을 의도적으로 규율하고 또한 예정된 규제조치에 있어서는 규율의 목표가 달
성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치국가적 요구, 입법적 요구, 행정적 요구, 사
법적 요구 및 수범자와 관련된 요구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리고 규율에 있
어서는 실효성의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적 경우에는 개별적 요
구와 전체적 이익과의 조정, 부분적으로 상호모순하는 두 가지의 입법목표간
의 충돌을 의식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에 있어서도 행정기
관에 의한 법령의 시행정도, 수범자의 법령준수도,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제도
이용자의 활용도 등 법률의 실효성과 기대된 효과와 현실의 효과의 관계 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는
고유한 법적인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비용편익), 사회학적 차원(사회적
효과의 분석) 및 정치적 차원(실효성과 관련한 정치적 비용분석)이 고려되어야
하므로,132)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심사기준에서 논외로 한다.133)

131) 기타 입법의 기준과 관련하여 비례원칙(Kurt Eichenberger, Gesetzgebung im Rechtsstaat, VVDStRL
40, 1982, S.24), 과잉금지(M.Kloepfer, VVDStRL 40, S.79, 86.), 보충성(Christian Pestalozza, Gesetzgebung
im Rechtsstaat, NJW 1981, 2081ff, 2083), 보충성 및 입법자에 대한 입법이유서의 제시의 의무를 통한
입법권남용의 억제(Hans Joachim Mengel, Grundvoraussetzung demokratischer Gesetzgebung. Zur Notwendigkeit einer Prozeßordnung des inneren Gesetzgebungsverfahrens, ZRP 1984, S.153ff, 155, 159)라는 근거
도 열거되고 있다.
132) 일반적 평가기준으로서 ① 효과성(예측효과), ② 능률성(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실제 예상되는
법집행자나 국민의 행동 사이의 일치정도), ③ 비용(비용평가), ④ 경제성(투입과 예측되는 성과사이의
관계), ⑤협의의 효율성(투입과 예측되는 효과사이의 일치정도), ⑥ 초법률적(übergeordnete Recht)으로 요
구되는 효과(헌법, 연방체제의 경우 연방법률, 국제법)을 지적한다. Hellmut Wagn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Modeerscheinung oder Notwendigkeit?, aaO., S.416f.; G.Müller, Element einer Rechtssetzungslehre, aaO.,
S.32f. 신행정관리와의 조화성과 관련하여 상위법(국제법 포함), 재정계획, 하위단계에 있는 공동체(nachgeordneter Gemeinwesen)의 자치영역, 경제적 필요성, 형평성의 문제, 사회국가적 요소, 환경적 요소 등
을 기준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W.Bussmann, Die Methodik der prospektiven Gesetzesevaluation, LeGes
1997.3., S.118f.
133) 위임입법을 정립하려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① 현상의 세분화필요의 적합성과 인식
가능성, ② 빈번한 개정, ③ 전문적인 세부규율의 필요성, ④ 기본법률의 규율구조에 대한 고차의 존
속보장성, ⑤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목표명확성, ⑥ 단순한 규범적 법평등이 아닌 실제상의 전제
로서 바람직한 동등한 규율결과의 보장, ⑦ 기본법률의 효력전개의 관점에서 하위 명령에 위임할 긴
급성과 개연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W.Hugger, a.a.O., S.1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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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임입법의 일반적 심사기준
1. 위임입법의 필요성ㆍ허용성 기준
위임입법의 필요성 내지 허용성 기준은 입법절차의 첫 번째 단계, 즉 입법의
동기부여(Impulsgebung) 단계에서 제기되며,134) 이것은 위임입법의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로서 심사된다.135) 이는 법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과 규율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구별하는 한편 나아가 규율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
하여는 법규범의 단계구조에 따른 규율의 강도(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할 것인
가 아니면 명령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하게 구별되고 있는 규율사항을 어떻게 각 사항
내용의 특수성에 상응하여 개별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어느 입법기관에
게 법정립행위를 유보할 것이며, 규율영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법
정립위임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136)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함이 원칙이나,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일일이 법률로 규정
할 경우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행정부로
하여금 이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점검사항】
∙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명확히 검토하였는가?
∙ 규율 대상이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할 사

항(새로운 입법사항 또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134) Reinhold Hotz, Methodische Rechtsetzung. eine Aufgabe der Verwaltung, Zürich 1983, S.121ff.
135) Ulrich Scheuner, Die Aufgabe der Gesetzgebung in unserer Zeit, DÖV 1960, S.609f.
136) 결국 규율의 밀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법률목표 지향적 측면(충분한 집행성, 규율의 명확성과
확정성), 적용 지향적 측면(규율목적에 적합한 사안적합성과 신축성있는 운용가능성), 관련성 지향적
측면(관련사항의 동등성, 다른 분야의 입장고려가능성과 이해가능성) 등의 관점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식하여 최적의 규율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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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의회유보의 원칙과 관련

하여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기본권
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기준과 절차, 국민의 권리․의무
의 변동에 관한 사항, 법제도로서 존립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국민 다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통치기구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

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상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위법
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
적 또는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규율 내용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등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갖

고 있어서 규정형식이 번잡한 것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탄력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영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현재의 규범적 요소와의 조화성 기준
입법작업을 수행할 때 준수되어야 하는 규범적 제약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입법에 있어서 동의 내지 승인의 필요성과 기타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상위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입법은 전체
법규범체계 가운데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입법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일련의 보조수단이 존재한다. 이들 수단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이 가급
적 마찰 없이 기존의 법질서에 도입될 수 있는 기존법질서와의 연계를 가능하
게 하거나 혹은 특별 규정을 통해 상황의 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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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추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137) 종합적 규율, 한계의 축소, 단순화 특히,
표준화는 실행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 “총
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며,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인지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위
임입법의 내용은 수권의 목적으로부터 수권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당
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 하위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명문의 수권근거가 존

재하고 있는가?
∙ 하위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상위 법령이나

동동한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표 내지 목적과 부합하는가?
∙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입법상의 편제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세부기준】

∙ 복잡하고 전문화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위임입법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단계적 위임 즉,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위임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 등의 형식
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한다.
- 법률의 소관사항 예시 : 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37) Gerhart Wielinger, Bedingungen der Vollziehbarkeit von Gesetz, in : Th.Öhlinger(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aaO., S.15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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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예시 :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④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⑥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예시 : ①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
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④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⑤ 절차적․기술적 사항

3.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기준
이 기준은 모든 입법의도는 특정한 정책목적의 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입법의 목적과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고 구체적으로 규
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에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규범에 요청되는 기본요건이지만 특히,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
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나 기본권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위임입법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 기준은 우선 전체적인 체계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입법의도의 고려 하에서 어느 정도의 추상성의 정도를 선
택하여 규율의 강도를 결정한다. 간략하고 명확한 입법의 형성을 위하여 어떠
한 규정을 위임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 위임할 것인지 또는 완전하고 구
체적인 입법을 마련하여 위임규정을 두지 않을 것인가에 관하여 검토한다. 구
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한 법규범은 일정성․확실성․예견가능성․공정성을 촉
진하며 남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발견․시정의 능력이 탁월하나 유연성이 결여
된다는 약점도 있다. 따라서 위임입법에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서는 유연한 집행의 여지를 남기면서 남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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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즉,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은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
정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으
로 하여금 행정청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점검사항】

∙ 수권 법률이 그 내용, 목적 및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
∙ 수권 규정이 체계적ㆍ목적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입법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 수권규정이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가?
∙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가?
∙ 재위임의 권한 근거가 명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권되고 있는가?

【세부기준】

∙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
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 위임조항이 행정벌칙을 부과하는 구성요건적 조항인 경우, 해당 조항이 형법법
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강하다는 점
에서 위임의 명확성에 대하여 형법법규에 버금가는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조세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

정 그 자체에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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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야 한다.
-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은 조세법규의 경우
에 준하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보험료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
할 소지가 있는 법규로서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는 일반적인 급부
영역에서 보다는 엄격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의 요건은 완화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 비하여 그리 강

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일반적 명확
성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규정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 일정한 혜택을 주는 수혜적인 규정, 절차를 형성하는 영역, 수익적 성격이
나 사회보장적 급부의 성격이 강한 규정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정도
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인 경우 위임의 구
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법규에 비하여 완화된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
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질
내용을 되도록 범위를 한정시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으로 제정
될 내용은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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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4. 이해가능성 기준
법령문이 일반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이 구비하
여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서 규율한 구체적 내
용은 법집행자에게도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문이 되
기 위해서는 그 법령의 규제를 받는 수범자의 관점에서 개념선택과 형식이 질
적인 평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법실제적인 관계상 법문의 언어적인
개념, 의미와 내용이 수범자에게 친숙하고 개방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에만 법에 대한 인식의 획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조문의 기초
에 있어서는 입법자는 조문이 탈법행위의 여지가 없고 법원의 심사에 견딜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 이해가능성은 당연히 추구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간결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령에서 사
용하는 용어는 평균인을 겨냥하여 그들의 경험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야말로 이해가능성에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해가능성과 명확
성 및 간결성은 실제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규율되는 요소, 법적 효과 등을 정밀하게 표
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
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표현과 법적 개념사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
을지라도 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장황한 설명
이나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것을 반복함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정의와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210

제 3 절 위임입법 심사기준 검토

∙ 표현방식 등이 명확하며, 법적용자와 일반인에게 이해가능하게 작성되었는가?
∙ 규율이 상호모순 없이 충분히 정리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 상호 밀

접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배열되고 있는가?

【세부기준】
∙ 입법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적용 기준

내지 범위가 법문에 제시되어 행정관청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령을 적용
할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 일반적 또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해 모법의 입
법목적과 모법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
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사회통념 내지 관행상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

도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규율

대상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행정기관의 자의
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법률에서 먼저 기본적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중에 기타 사유를 대통령

령․부령에서 보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이 포괄위임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규정된 법률상의 사유들로부터 뒤의 시행령․시행규칙에
서 정해질 사유들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부령에 의해 새롭게 창설되어서는 안 된다.

5. 실효성과 적합성 기준
위임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심사는 우선 태도의 변화, 또는 기타 입법의 목적
이 달성되었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의 확정에 제약된다. 그 이유는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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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의 실제의 법에 대한 인지도가 축소되고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준수의 가능성이 감퇴하기 때문이다. 규범의 실효성은 오직 규
범의 사실상의 효력 이외에 입법자의 관념에 따른 입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당한 수단을 구비하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138) 그 이유는 법률이
단순히 준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의하여 의도된 사회적 효과가 규범
의 준수에 의하여 발생하고, 의도되지 아니하거나 요망되지 아니한 효과는 발
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적합성은 규범의 실효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
합성은 한편으로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규범목적의 달성은 과도한 비용에 의하거
나 또는 국민의 자유영역의 지나친 제한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실효성
과 적합성심사는 특히,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이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은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서 대안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입법이 실현불가능한 경우이며, 이 재정
적인 제약은 법시행기관의 예산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의
제약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전체의 경제적인 능력의 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경제적 실현가능성이다.
【점검사항】

∙ 규율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 이익단체나 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제시가 있었는가?
∙ 규율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와의 협력 내지 협조, 의견조정의 필요성이 모

색되었는가?
∙ 규율내용의 시행에 있어서 관할 관청이 명확하며,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

및 인원 등 행정상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명령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의 종류, 범위 및 정도가 수범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거나 입법경제성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가?

138) Th.Öhlinger, Das Gesetz als Instrument gesellschaftlicher problemlösung und seine Alternativen, in : Ders.
(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aaO., S.2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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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을 위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한시적 조치나 일몰제를 도입할 가

능성을 고려하였는가?

【세부기준】

∙ 위임입법과정의 공정성의 확보․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권법률의 측면

에서 볼 때 적법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행정입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익들 간의 형량이 선행되도록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청취하는 등 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 및 제18조 참조).
∙ 위임입법의 정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이해와 가치관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의견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
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참조).
∙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의 시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절차 등 임무수행에 필요

한 행정적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행정적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시행부서의 통
일과 임무수행의 일관성을 위한 조직과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
- 상위 법령에서 방대한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어 하위 법령의 개편이 요구될 때에
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합한 기관(부서)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제의 집행단계에서 재량이 부여된 곳에서의 재량확정 또는 불확정법개념에 대
한 해석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정부의 예산제약에 따른 정책의 집행실패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을 효율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비용의 확보가 고려되었는지 등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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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안의 시행으
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무회의 상
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참조).
∙ 법률에서 제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개

정 등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
장에게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2조 참조).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
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참조).
∙ 법령의 실효성,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그 법령의 유효기간을 계속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규정할 것인지, 규제의 간소화 등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특정의 기간내에 타당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
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 규제
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참조).
-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
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의2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ㆍ예규 등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ㆍ예규 등 또는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ㆍ
예규 등을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훈령ㆍ예규 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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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ㆍ예규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참조).

Ⅲ. 위임입법 유형별 세부심사기준
법률의 위임규정자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입법과의 정합성
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으로서 논리적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① 법률상 위임규정자체에 내포되지 않은 새로운 규
범을 위임입법으로 창설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위임입법을 단적으로 위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법률유보의 원칙의 엄격한 운용을 요구하는 관점
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② 위임입법 제정권자인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을 대
폭 용인하고 위임입법의 규정내용에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당해 위
임입법은 행정기관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적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널리 인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③ 위임규정의 문언뿐 아니라 그 취지나
목적, 위임대상 사항의 성질이나 제도의 배경, 규율대상으로 생각되는 다른 사
례와의 형평성 등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사례별로 위임입법의 적법성을 판단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방식의 중간에 위치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의 취지목적, 규제되는 권리자유
의 중요도 내지 헌법상의 위치, 규제대상이 되는 사안과 제도의 경위 등 종합
적인 고려 및 이익형량으로 법률상의 위임규정의 불비를 보완하는 방안을 일
관되게 채용하고 있다. 그 의미에서 세 번째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사안에 즉응한 유연한 판단을 확보하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의 엄격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
도는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입법의 법률적합성의 어느 면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의 본래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 법률의 규율밀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면 근거
규정에 의한 수권의 명확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자체가 위임입법의
규정내용을 미리 상정한 명확한 위임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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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법률상의 위임규정 그 자체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게 규범내용을 정
하는 위임입법은 단적으로 위임규정 위반으로 보고 위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모든 위임입법에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하도록 적극적 의사표시를 유보해두
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러나 의회의 전문기술적 능력의 한계와 시간적 즉응능
력의 한계 나아가 정책상황이 불안정하고 예상할 수 없는 국면이 다양하게 존
재하는 복잡한 행정과정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수권법률중에 설정하는 방법
론에 현실적인 무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에의 위임입법의
중요도에 상응하여 priority를 설정, priority가 높은 위임사항에는 구체성과 명
확성의 강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 우선권설정
에 즈음해서는 벌칙과 과세의 유무를 포함한 헌법상의 법정사항인지 여부, 위
임사항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의무의 성질 및 그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 제정하는 기관의 정치적 성질 등 제반요소에 의거할 것이 요청된다. 예컨
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본래적 법정사항에는 당연
히 강화된 기준이 요구되고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하는 벌칙의 설치와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의 창설에 관련되는 경우에 관해서도 같은 요청이 요구된다.
나아가 기본권의 성질에 상응하여 표현의 자유 등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지지
하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준이 보다 강하게 요
청된다. 다른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이 담보되는 한 소극적 기준으로 족하다고 평가된다.

1. 조세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
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
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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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조세법규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
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
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
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된다.139)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의 확대, 과세표준․과세기준․세율 등 새
기준 1

로운 과세요건의 규정,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특정한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의 제외, 세제면에서 제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규정,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

사회ㆍ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 현실의 변동, 과세관청의 인적 자
기준 2

원, 물적 설비 및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조세회피의 방지 및
과세형평의 유지 등 조세정책적인 목표 등 다양하면서도 가변적인

139)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적합적 기관구조(funktionsgerechte Organstruktur)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국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납부에 관해 의회의 결정구조
에 적합한 직무가 입법부에게 배분되어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될 것을 규범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파
악하는 견해도 있다. 즉,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헌법 제84조에서 요청되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말하면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율하는 권한이 입법부인 국회
에 배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전부 상세한 사항에 이르
기까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행정기관에게 인정된 하위의 법령에 일정한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렇다면 입법부인 국회는 어디까지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
를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고 어떠한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조세에 관해 행정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입
법부인 의회의 결정과정에는 투명성, 참가라는 요소가 특징적이다. 의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사회
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논의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다수결로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며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금전납부에 관해 이러한 결정과정에 적합한
사무는 의회에 배분된다. 우선, 금전납부의 일반적인 부과요건이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이러한 절차
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확실히 이들 사무 가운데에는 전문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위원회라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입법부의 동의라는 통제 하에서 그러
한 지식을 가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고려되나 이것은 입법자의 능력을 보좌하는 형식으로 실시되
어야 한다. 다음에 개별구체적인 징수는 널리 국민이 참가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관료적으로 조직되고
일정한 기술적인 능력을 구비하여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심의 등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된다.” 黑川伸
一, 租稅法律主義と立法權の範圍, 旭川大學紀要 제62호(2006.12),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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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
위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위임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위임
하거나,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와 같이 위임대
기준 3

상만을 특정하여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위임의 취지나 목적, 범
위, 기준, 조건 등을 위임근거조문에 규정하거나 위임대상을 예시
하여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면적․가액․보유량 등은 계량화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준 4

한 반드시 상한이나 하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감면율을 하위 법령
에 위임할 경우에도 최소한 감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조세관계법령에 불확정개념의 사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
가피하게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같은 의미로

기준 5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근거 법률조항 및 하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번한 개정 수요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기준 6

적 사항인 경우로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정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2. 준조세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부담금 등은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공
공기관의 수입으로 계리되어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은
목적세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
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요구되는 구체성 및 명확성은 조세법규의 그것에
준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도
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고(법 제3조), 그 법률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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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ㆍ설치목적ㆍ부과요건ㆍ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부과요
율 등(이하 ‘부과요건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법 제4조 본문), 위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령ㆍ총리령ㆍ
부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임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범위가 정하여져야 한다(법 제4조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 등을 규정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부담금의 성격, 구체적
재원조달 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담금액의 범위를 행정기
기준 1

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도, 법률에서 부담금의 상한을 정한 후 세부세항을 위임하거나
부담금의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식의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한
후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부담금의 납부시기․납부기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준 2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
부시기․기한의 상한을 정한 후 하위법령으로 위임한다.
부담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부과방법,

기준 3

부과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
용이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부담금은 성질상 일정한 납부의무자 집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특
정한 납부의무자를 수범자로 하는 부담금의 경우와 전문성이 떨어지

기준 4

는 집단이나 일반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으로 나누
어, 전자의 경우에는 집단의 특수성ㆍ밀접한 관련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임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정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고시․훈령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위임할 경우에는 상위

기준 5

법령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거나 위임을 받아 규정될 내용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이 상위 법령
에 이미 밝혀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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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경
우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담금의 부과, 부담금 부과
기준 6

의 대상자 및 부담금의 범위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서 대강을 규정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3. 급부행정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급부행정법규는 국가의 재
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
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법영역이고, 이에 대한 결정은 제
1차적으로는 입법적인 정책판단에 유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급부행정법규
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임의 구체
성ㆍ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위
기준 1

한 수급권의 성격을 가지는 내용은 수혜 대상의 확정 등 기본적 기준
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후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각종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 및 실시를 법률에

기준 2

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판단 근거 및 기
준을 법률에서 규정한 후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연금법제는 원칙적으로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기준 3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가 기여금을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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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연금지급 정지 요건이나
범위는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보상법제는 보상기준금액 등의 산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 4

는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 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
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기준 5

부과금액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보험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의 개략적인 산정방법이나 보험요율의 상
한은 직접 법률에 규정한다.

4. 영업관련법규에서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직업의 자유는 하나의 통일적인 생활과정으로서의 직업활동의 자유로서, 직
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 등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아래 놓여 있어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그 경우 제한의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상호경쟁에 의하여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경쟁의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여 자유경쟁의 원리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 내
지 영업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업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사유가 직업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직
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중 어느 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제한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당화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리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
적 규율이 직업수행에 대한 규율로부터 직업선택에 대한 규율로 가면 갈수록
자유제약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져 입법재량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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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개시 또는 계속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직업의 선택을 객관적 허가조건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침해의 심각성이 더 크므로 보다 엄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과 인․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은 인
기준 1

가․허가의 근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기준 2

기준 3

인․허가의 결격사유 등 인․허가 대상을 특정한 자에게 한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직업수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제도
나 자격시험제도는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인․허가의 요건이나 인․허가 기준 또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등

기준 4

은 인․허가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처분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기준 5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위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예시나 한정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하위법령에
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위반시 행정

기준 6

제재나 행정벌칙이 적용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구
체적인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행정제재 처분에서 영업이나 자격 등의 정지기간은 행정제재의 핵

기준 7

심적ㆍ본질적 기준이므로 법률에서 정지기간의 범위를 명시하여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도록 한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점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기준 8

것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즉, “～의 비율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하)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
상(이하)일 것” 등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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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
기준 9

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행정제재 처분사유를 하위법
령에 위임하지 아니한다.

5. 처벌법규에서의 위임입법심사기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
서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
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
문언의 전체적, 유기적인 구조와 구성요건의 특수성, 규제의 여건 등을 종합하
여 고려하여 보더라도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처벌규정의 위임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 1

하위법령에 규정될 구성요건적 요소가 어떠한 것일지 법률만 보고
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위법령에

기준 2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준 3

도 가급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고시로
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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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을 정하고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위임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예
기준 4

시나 한정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후 세부사항을 위임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예시나 한

기준 5

정적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안녕질서”나 “미풍양속” 등과 같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수범자

기준 6

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형벌보다 제재정도가 약한 과태료의 경우 위임의 구체성․명확

기준 7

성 원칙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금전적 제재의 성
격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행정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하

기준 8

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유형의 대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후 하위법령으로 세부사항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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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위임입법 정비방안 사례 분석
제 1 절 사례분석의 범위와 방법론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국가기능의 현저한 다양화는 입법사항의 비약적 증대
와 전문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성과 기동성을 구비한 행정기관에
의 실질적 정책결정기능의 이양이라는 입법권 위임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입법권 위임없이는 현실의 행정실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위임입법의 문제성을 보는 경우, 양적 규모의 문제 뿐 아니라 질
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법률의 내용은 하위 법령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하위 법령의 내용 또한 상위 법령의 명시
적인 수권하에 규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법령상호간의 정합성의 차원에서 볼 때 법률사항과 명령사항 나아가 명령사항
가운데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고시, 훈령 등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
정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가는 법령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일의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적극국가 내지
행정국가관이나 경제정책이나 실정법제도의 실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밀도
와 강도가 달리지기도 하는 등 어떤 위임입법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위헌성있
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입법권위임의 현실적 필요성과
권력분립․민주주의라는 통치원칙과의 조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어
려운 문제의 헌법재판에서의 합헌성 판정기준이나 앞서 살펴본 심사기준에 맡
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임입법을 진정으로 헌법적합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서는 헌법규정의 최저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정책적으로도 단순
히 위임법률의 수권규정의 구체성․개별성뿐 아니라 수임행정기관의 종류․성
질이 어떠한 것인가, 행정절차의 정비를 필두로 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이 어떻
게 구축되어 있는가, 위임사항이 정부에게 본래적으로 재량이 넓은 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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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 등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에 행정실무의 효율성, 기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요청과 민주주의원리를 담부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을
여하히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여기
서는 현행 실정법상의 위임입법의 실태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현행 법제를 살펴보는 경우 위임규정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여기서는 행정관계 법령에서의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헌정분야(헌법, 국회, 선거, 정당 등), 사법분
야(법원, 법무 등), 기본법 분야(형법, 민법, 상법 등) 및 조직법제 분야(행정조
직, 공무원 등)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10년 4월 1일 현재 시행중
인 현행 행정관계 법제 가운데 비교적 위임규정이 많은 법제유형을 임의로 추
출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법제유형 검토에 있어서는 ① 조세관련 법규분야, ② 준조세관련 법규
분야, ③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④ 급부행정관련 법규분야 및 ⑤ 행정형벌관
련 법규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법률의 전체적 성격에 비추어 각 해당 분
야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법률 443개를 추출하였다. 특히, ② 준조세관련 법규
분야의 경우에는 준조세의 의미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정의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
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
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
전지급의무”로 판단하여, 이러한 의미의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를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⑤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는 현행 법제상 행정질서벌이 아
닌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 가운데 비교적 행정형벌조문이 많은 법제
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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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분야

조세관련 법규분야

준조세관련
법규분야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급부행정관련
법규분야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

계

검토대상 법률수

비

(2010.3.15 시행일 기준)

고

20
영업, 급부행정분야 중 준조세
관련사항을 규정한 20개 법률도

59 +(20)

검토

123

153

준조세, 영업, 급부행정분야 중
88 + (133)

행정형벌

관련사항을

규정한

133개 법률도 검토
443개 + (153개)

셋째, 443개의 법제에 관한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법률상 전체조문수(삭제조
항은 제외, 가지번호조항은 각각 산정)를 파악하여, 해당 법률에서 하위 법령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건수를 살펴보았다.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
에서 부령 또는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례 등 하위법령에서도 이를
다른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례가 많으나, 전수조사에서는 일단 법률에서 하위법
령으로 위임한 건수만을 살펴보았다. 다만, 실제 검토사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에서의 재위임규정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건수는 해당 법률에서 단체 또는 조직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위임한 것은 제외
하였다. 행정형벌법규관련 법제분야에서 해당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건수는 당해 법제의 행정형벌조항에 한정한 위임건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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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검토대상 법제 및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개관
[총 괄]

검토대상 법률수

정비대상 위임입법

(2010.3.15 시행일 기준)

발굴수

조세관련 법규분야

20

33건

준조세관련 법규분야

59 +(20)

52건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123

70건

급부행정관련 법규분야

153

45건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

88 + (133)

45건

계

443개 + (153개)

245건

법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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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관련 법규분야
1. 검토대상 법률 현황

순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1

개별소비세법

34

67

66

ㆍ

1

ㆍ

2010.1.1

기획
재정부

2

관세법

347

365

217

94

54

ㆍ

2010.1.1

기획
재정부

3

교육세법

12

5

5

ㆍ

ㆍ

ㆍ

2009.7.1

기획
재정부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3

30

28

ㆍ

2

ㆍ

2009.12.31

기획
재정부

5

국세기본법

121

103

102

1

ㆍ

ㆍ

2010.1.1

기획
재정부

6

국세징수법

95

40

40

ㆍ

ㆍ

ㆍ

2010.1.1

기획
재정부

7

농어촌특별세법

12

10

10

ㆍ

ㆍ

ㆍ

2010.1.1

기획
재정부

8

법인세법

152

322

321

1

ㆍ

ㆍ

2010.3.10

기획
재정부

9

부가가치세법

46

128

127

1

ㆍ

ㆍ

2010.1.1

기획
재정부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93

186

186

ㆍ

ㆍ

ㆍ

2010.1.1

기획
재정부

11

세무사법

50

20

17

3

ㆍ

ㆍ

2009.1.30

기획
재정부

12

소득세법

214

407

406

1

.

.

2010.3.10

기획
재정부

13

인지세법

14

14

13

1

ㆍ

ㆍ

2010.1.1

기획
재정부

14

자산재평가법

34

12

12

ㆍ

ㆍ

ㆍ

2005.1.14

기획
재정부

15

조세특례제한법

252

707

692

12

ㆍ

3

2010.3.12

기획
재정부

16

종합부동산세법

23

25

25

ㆍ

ㆍ

ㆍ

2009.5.27

기획
재정부

17

주세법

55

50

48

1

1

ㆍ

2010.1.1

기획
재정부

18

증권거래세법

17

15

15

ㆍ

ㆍ

ㆍ

2009.2.4

기획
재정부

19

지방교부세법

18

9

8

1

ㆍ

ㆍ

2010.1.1

행정
안전부

20

지방세법

333

271

205

25

3

38

2010.3.10

행정
안전부

-

2,786

2,543

141

61

41

계

20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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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조세관련 법규분야 20개 법률을 분석하여, 총 33건의 정비대상
위임입법을 발굴하였음 [부록-1 참조]
목

록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관련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 관련
3.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관련
4.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관련
5.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4항 관련
6.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제4항 관련
7.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3항 관련
8.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관련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관련
10.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1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9조 관련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8항 관련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관련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관련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및 제9항 관련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관련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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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20.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21.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22. 세무사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관련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관련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 관련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관련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28.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관련
29. 농업인 등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의 주료제조면허 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5조제3항 관련
30. 주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31. 주세법 시행령 별표5 관련
3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5제2호 관련5
3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관련

Ⅱ. 준조세관련(부담금, 분담금, 기여금, 예치금, 출연금 등)
법규분야
1. 검토대상 법률 현황

순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9

42

38

4

ㆍ

ㆍ

2010.1.1

국토
해양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6

56

49

1

5

1

2010.1.1

국토
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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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60

109

38

67

4

ㆍ

2009.11.22

지식
경제부

4

골재채취법

51

58

46

7

4

1

2009.10.23

국토
해양부

5

관광진흥법

91

128

75

43

1

9

2010.3.17

문화
체육
관광부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1

35

28

7

ㆍ

ㆍ

2008.6.29

지식
경제부

7

광업법

104

44

36

4

4

ㆍ

2010.3.10

지식
경제부

8

국민건강증진법

44

41

23

16

ㆍ

2

2010.3.19

보건
복지
가족부

9

기르는 어업육성법

36

34

18

12

3

1

2010.2.4

농림
수산
식품부

1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0

91

30

56

5

ㆍ

2009.12.10

농림
수산
식품부

11

농지법

57

88

71

16

ㆍ

1

2009.12.10

농림
수산
식품부

12

담배사업법

32

24

13

11

ㆍ

ㆍ

2010.3.19

기획
재정부

13

대기환경보전법

99

146

44

95

6

1

2009.5.21

환경부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36

31

ㆍ

4

1

2009.12.10

국토
해양부

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4

48

37

1

10

ㆍ

2009.12.10

국토
해양부

16

도로법

102

82

53

18

9

2

2010.3.10

국토
해양부

17

도시개발법

85

116

95

11

9

1

2009.12.10

국토
해양부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62

72

45

17

3

7

2009.12.10

국토
해양부

19

먹는물관리법

62

58

27

28

3

ㆍ

2008.9.22

환경부

2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47

31

22

9

ㆍ

ㆍ

2010.3.31

지식
경제부

21

방송법

108

97

81

1

15

ㆍ

2010.2.1

방송
통신
위원회

22

사방사업법

33

27

17

6

4

ㆍ

2009.3.27

산림청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

117

65

40

10

2

2010.3.10

산림청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7

121

93

5

11

12

2010.3.30

국토
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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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25

산지관리법

62

143

102

35

6

ㆍ

2009.11.28 산림청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0

107

61

38

7

ㆍ

2010.4.12

지식
경제부

27

소하천정비법

30

22

11

8

2

1

2009.12.10

소방
방재청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51

69

26

38

4

1

2009.12.10 환경부

29

수도권정비계획법

27

36

32

ㆍ

3

1

30

수도법

87

101

66

24

․

11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06

168

67

83

15

3

2010.1.1.

환경부

32

약사법

102

123

30

80

13

ㆍ

2010.3.19

보건
복지
가족부

33

양곡관리법

40

40

21

18

1

ㆍ

2009.10.2

농림
수산
식품부

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1

61

38

19

3

1

2009.11.9

문화
체육
관광부

35

예금자보호법

79

46

46

ㆍ

ㆍ

ㆍ

2009.2.3

금융
위원회

36

원자력법

137

188

110

76

2

ㆍ

2010.3.17

교육
과학
기술부

37

인삼산업법

28

37

8

27

2

ㆍ

2010.3.17

농림
수산
식품부

38

임금채권보장법

30

14

12

2

ㆍ

ㆍ

2010.4.10

고용
노동부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7

53

42

9

2

ㆍ

2010.2.7

국토
해양부

40

자연공원법

86

85

69

10

2

4

2008.12.31 환경부

41

자연환경보전법

65

79

57

13

1

8

2010.3.10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1

60

36

18

5

1

2009.11.22 환경부

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90

47

39

8

ㆍ

ㆍ

2010.3.19

고용
노동부

4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6

41

29

9

3

ㆍ

2010.1.1

환경부

45

전기사업법

117

118

57

54

7

ㆍ

2009.11.22

지식
경제부

4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53

30

21

8

1

ㆍ

2010.1.27

지식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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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47

지방자치법

178

85

30

ㆍ

ㆍ

55

2009.4.1

행정
안전부

48

지하수법

61

117

92

21

ㆍ

4

2009.11.28

국토
해양부

49

집단에너지사업법

62

54

20

28

3

ㆍ

2010.7.19

지식
경제부

50

초지법

26

17
(2)

12
(1)

5
(1)

ㆍ

ㆍ

2009.7.31

농림
수산
식품부

51

축산법

55

81

24

47

9

1

2010.1.25

농림
수산
식품부

52

폐기물관리법

68

143

43

82

8

10

2008.12.22 환경부

53

하수도법

80

135

62

56

2

15

2010.3.10

환경부

5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3

7

5

ㆍ

ㆍ

2

2009.5.28

교육
과학
기술부

55

항공법

222

312

60

222

32

ㆍ

2009.9.10

국토
해양부

5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

82

46

26

5

5

2009.8.7

국토
해양부

5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84

42

37

5

ㆍ

2009.12.10

국토
해양부

5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1

12

12

ㆍ

ㆍ

ㆍ

2010.1.1

환경부

59

환경영향평가법

54

53

39

11

1

2

2009.1.1

환경부

-

4,552

2,542

1,587

254

166

계

59개 법률

2.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준조세관련 법규분야 79개 법률을 분석하여, 총 52건의
정비대상 위임입법 을 발굴하였음 [부록-1 참조]

목

록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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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2 관련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의2
관련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관련
6. 골재채취법 제29조 관련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관련
9. 농지법 제36조 관련
10. 농지법 제38조 관련
11.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련
1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관련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1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관련
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17. 도시개발법 제57조 관련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 관련
1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제37조 관련
2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관련
2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6조 관련
22. 방송법 제37조 관련
23. 사방사업법 제19조 관련
24.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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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관련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련
27.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제5항 관련
28.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 관련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의2까지 관련
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관련
33.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2조 관련
34. 수도법 제71조 관련
35. 약사법 제86조 관련
36.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관련
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관련
38.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관련
40.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관련
4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9조 관련
4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 관련
44. 지하수법 제30조의2 관련
4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관련
46. 초지법 제23조 관련
47. 축산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48. 폐기물관리법 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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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49. 하수도법 제61조 관련
50. 항공법 시행규칙 제277조 관련
5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관련
5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관련

Ⅲ.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1. 검토대상 법률 현황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

4

4

ㆍ

ㆍ

ㆍ

2009.9.19

지식
경제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0

67
(11)

15
(3)

38
(8)

14

ㆍ

2008.9.22

보건
복지
가족부

행정
형벌

3

건설기계관리법

49

82
(9)

27
(2)

54
(7)

1

ㆍ

2010.6.30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4

건설산업기본법

110

117
(13)

82
(9)

32
(4)

3

ㆍ

2008.3.21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7

59
(6)

27
(2)

25
(4)

7

ㆍ

2008.2.29

환경부

행정
형벌

6

건축기본법

24

20

17

ㆍ

3

ㆍ

2008.6.22

국토
해양부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2

61
(12)

41
(11)

18
(1)

2

1

2010.1.1

문화
체육
관광부

행정
형벌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8

20
(4)

6
(2)

14
(2)

ㆍ

2

2010.1.1

보건
복지
가족부

행정
형벌

9

경륜ㆍ경정법

35

24

18

6

ㆍ

ㆍ

2009.11.22

문화
체육
관광부

10

경비업법

33

31

23

8

ㆍ

ㆍ

2009.4.1

경찰청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60

109
(21)

38
(4)

67
(17)

4

ㆍ

2009.11.22

지식
경제부

237

준조세/
행정
형벌

제 4 장 위임입법 정비방안 사례 분석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12

골재채취법

51

58
(4)

46
(4)

7

4

1

2009.10.23

국토
해양부

준조세/
행정
형벌

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53

57
(1)

29

25
(1)

1

2

2009.7.2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14

공인회계사법

55

32
(2)

31
(2)

1

ㆍ

ㆍ

2008.2.29

금융
위원회

행정
형벌

15

공중위생관리법

30

34
(4)

12

22
(4)

ㆍ

ㆍ

2008.7.1

보건
복지
가족부

행정
형벌

16

관광진흥법

91

128
(26)

75
(14)

43
(12)

1

9

2009.9.26

문화 준조세/
행정
체육
관광부 형벌

17

광업법

104

44

36

4

4

ㆍ

2010.3.10

지식
준조세
경제부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4

35

34

0

1

ㆍ

2008.2.29

조달청

1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52

92
(9)

18
(1)

74
(8)

ㆍ

ㆍ

2009.12.10

국토
해양부

2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7

21

12

8

1

ㆍ

2009.3.18

문화체육
관광부

21

궤도운송법

34

36
(9)

20
(8)

13
(1)

2

1

2009.10.23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22

금융지주회사법

98

176
(18)

176
(18)

ㆍ

ㆍ

ㆍ

2009.12.1

금융
위원회

행정
형벌

23

기르는 어업육성법

36

34

18

12

3

1

2010.2.4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6

83
(7)

72
(7)

4

6

1

2010.3.10

국토
해양부

25

낙농진흥법

19

15

10

5

ㆍ

ㆍ

2009.5.8

농림수산
식품부

26

낚시어선업법

27

18
(6)

7
(3)

10
(3)

ㆍ

1

2008.2.29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27

내수면어업법

29

24
(5)

12
(4)

8
(1)

2

2

2009.12.10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2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0

91
(8)

30
(1)

56
(7)

5

ㆍ

2009.12.10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29

농약관리법

39

36
(8)

11
(1)

24
(7)

1

ㆍ

2009.5.8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3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4

21

16

3

2

ㆍ

2009.11.28

농림수산
식품부

3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44

14
(2)

14
(2)

ㆍ

ㆍ

ㆍ

2010.2.1

문화체육
관광부

238

행정
형벌

농림수산
준조세
식품부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제 2 절 검토대상 법제 및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개관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3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39
(1)

16
(1)

22

1

ㆍ

2009.7.8

소방
방재청

행정
형벌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7

48
(5)

48
(5)

ㆍ

ㆍ

ㆍ

2009.10.2

금융
위원회

행정
형벌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0

34

28

3

2

1

2009.12.29

국토
해양부

35

도시가스사업법

72

122
(30)

30
(6)

89
(24)

2

1

2009.9.26

지식
경제부

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4

47

44

1

2

.

2009.8.22

문화체육
관광부

3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9

88
(6)

72
(5)

7
(1)

4

5

2010.3.10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3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

87
(23)

67
(21)

12
(2)

8

ㆍ

2007.10.20

공정거래
위원회

행정
형벌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5

87

73

4

10

ㆍ

2010.4.28

중소
기업청

40

보험업법

212

220
(11)

194
(11)

9

17

ㆍ

2009.10.2

금융
위원회

행정
형벌

4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0

48
(3)

32
(2)

16
(1)

ㆍ

ㆍ

2010.1.1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42

부동산투자회사법

61

64
(18)

64
(18)

ㆍ

ㆍ

ㆍ

2009.4.1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4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6

63

54

8

1

ㆍ

2009.10.2

지식
경제부

44

비료관리법

26

31
(7)

15
(4)

10
(3)

4

2

2010.8.5

농림수산
식품부

4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27

15
(2)

10
(1)

5
(1)

ㆍ

ㆍ

46

사료관리법

36

59
(10)

7
(1)

37
(9)

15

ㆍ

2009.8.7

농림수산
식품부

47

사방사업법

33

27

17

6

4

ㆍ

2009.3.27

산림청

4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33

40
(22)

19
(10)

19
(12)

2

ㆍ

2008.2.29

경찰청

49

산업디자인진흥법

17

13

11

2

ㆍ

ㆍ

2009.5.21

지식
경제부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0

107
(21)

61
(12)

38
(9)

7

1

2009.5.1

지식
경제부

준조세/
행정
형벌

51

석탄산업법

39

28
(3)

14
(1)

12
(2)

2

ㆍ

2009.12.10

지식
경제부

행정
형벌

52

선박투자회사법

63

38
(12)

34
(10)

4
(2)

ㆍ

ㆍ

2009.5.22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239

2008.12.26 경찰청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제 4 장 위임입법 정비방안 사례 분석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5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35

27

26

0

1

ㆍ

2008.12.6

소방
방재청

54

소방시설공사업법

40

49
(6)

24
(5)

23
(1)

2

ㆍ

2008.12.26

소방
방재청

5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41

41

30

5

6

ㆍ

2010.1.1

지식
경제부

5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2

41

16

18

5

2

2010.3.10

산림청

57

수산물품질관리법

66

83
(12)

30
(6)

42
(5)

11
(1)

ㆍ

2010.8.5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58

수산업법

98

100
(7)

59
(4)

39
(3)

1

1

2009.10.2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59

수상레저안전법

62

64
(5)

41
(1)

23
(4)

ㆍ

ㆍ

2009.9.26

해양
경찰청

행정
형벌

60

스포츠산업 진흥법

19

14

13

1

ㆍ

ㆍ

2008.2.29

문화체육
관광부

6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38

39
(1)

13
(1)

20

5

1

2009.3.1

행정
안전부

62

식품산업진흥법

36

31

19

12

ㆍ

ㆍ

2010.1.25

농림수산
식품부

63

식품위생법

102

175
(27)

83
(12)

72
(15)

19

1

2009.8.7

보건복
지부

6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26

26

ㆍ

ㆍ

ㆍ

2010.2.1

문화체육
관광부

6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3

80
(13)

22
(3)

55
(11)

3

ㆍ

2009.9.26

지식
경제부

행정
형벌

66

약사법

102

123
(23)

30
(5)

80
(17)

13
(1)

ㆍ

2008.12.14

보건
복지부

준조세/
행정
형벌

67

어장관리법

33

27
(3)

12
(2)

8
(1)

2

5

2008.2.29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68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30

17

16

1

ㆍ

ㆍ

2009.3.18

지식
경제부

행정
형벌

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2

120
(18)

56
(7)

61
(11)

ㆍ

3

2009.11.28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70

여신전문금융업법

82

105
(3)

93
(3)

11

1

ㆍ

2009.8.7

금융
위원회

행정
형벌

71

염관리법

20

11
(3)

3
(1)

8
(2)

ㆍ

ㆍ

2009.3.20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7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1

61
(7)

38
(4)

19
(3)

3

1

2009.5.21

문화체육
관광부

준조세/
행정
형벌

7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26

15

13

1

1

ㆍ

2009.8.23

문화체육
관광부

74

온천법

37

31
(9)

17
(6)

13
(3)

ㆍ

1

2008.2.29

행정
안전부

240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제 2 절 검토대상 법제 및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개관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75

유선 및 도선사업법

44

46
(2)

28
(2)

18

ㆍ

ㆍ

2008.12.26

소방
방재청

행정
형벌

7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62

100
(24)

27
(7)

65
(17)

8

ㆍ

2008.6.28

환경부

행정
형벌

77

은행법

94

125
(8)

102
(8)

ㆍ

23

ㆍ

2009.10.10

금융
위원회

행정
형벌

7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

32
(5)

19
(3)

12
(2)

ㆍ

1

2009.3.18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
형벌

79

의료기기법

48

49
(7)

6

42
(7)

1

ㆍ

2009.6.27

보건
복지부

행정
형벌

80

의료법

97

110
(7)

29

79
(7)

2

ㆍ

2010.1.31

보건
복지부

행정
형벌

8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27

22

19

3

ㆍ

ㆍ

2009.8.23

지식
경제부

82

인삼산업법

28

37

8

27

2

ㆍ

2009.12.10

농림수산
식품부

8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4

5

5

ㆍ

ㆍ

ㆍ

2009.9.6

문화체육
관광부

8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8

31
(3)

10
(2)

18
(1)

3

ㆍ

2008.2.29

보건
복지부

8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2

40

20

18

1

1

2009.6.27

산림청

86

자동차관리법

96

175
(40)

40
(4)

130
(36)

2

3

2010.2.7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51

848
(203)

819
(202)

ㆍ

29
(1)

ㆍ

2009.10.10

금융
위원회

행정
형벌

8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

71
(1)

41

20
(1)

9

1

2009.11.22 환경부

8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3

18
(5)

18
(5)

ㆍ

ㆍ

ㆍ

2008.12.6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
형벌

9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51

42
(19)

24
(10)

18
(9)

ㆍ

ㆍ

2008.2.29

보건
복지부

행정
형벌

9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3

54
(11)

31
(8)

19
(3)

2

2

2008.5.26

보건
복지부

행정
형벌

92

전기공사업법

52

36
(11)

22
(6)

13
(5)

ㆍ

1

2009.11.22

지식
경제부

행정
형벌

93

전기사업법

117

118
(21)

57
(9)

54
(11)

7
(1)

ㆍ

2009.11.22

지식
경제부

준조세/
행정
형벌

94

전기통신사업법

87

96
(11)

75
(11)

ㆍ

21

ㆍ

2010.1.1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
형벌

95

전시산업발전법

29

30

17

3

10

ㆍ

2010.2.4

지식
경제부

96

정보통신공사업법

67

51
(7)

50
(7)

ㆍ

1

ㆍ

2009.8.23

방송통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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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행정
형벌

97

종자산업법

162

61
(3)

25
(2)

34
(1)

2

ㆍ

2009.7.31

농림수산
식품부

9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7

53

36

8

9

ㆍ

2009.12.30

중소
기업청

9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71

55

41

11

2

1

2009.12.10

중소
기업청

10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52

58

45

ㆍ

11

2

2009.12.10

국토
해양부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

57

55

ㆍ

1

1

2009.12.22

행정
안전부

102

집단에너지사업법

62

54
(7)

20
(1)

28
(6)

3

ㆍ

2010.7.19

지식
경제부

준조세/
행정
형벌

103

철도사업법

53

50
(7)

13
(5)

25
(2)

2

ㆍ

2009.4.1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10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80

87
(27)

46
(14)

41
(13)

ㆍ

ㆍ

2008.12.26 경찰청

행정
형벌

105

축산물가공처리법

56

104
(21)

40
(9)

56
(12)

8

ㆍ

2009.11.9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106

축산법

55

81
(9)

24
(3)

47
(6)

9

1

2010.1.25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
형벌

10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8

18

15

2

1

ㆍ

2009.9.26

문화체육
관광부

108

친환경농업육성법

38

18

2

16

ㆍ

ㆍ

2009.4.1

농림수산
식품부

109

폐기물관리법

68

143
(22)

43
(3)

82
(19)

8

10

11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7

7

ㆍ

ㆍ

ㆍ

2009.8.7

경찰청

11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7

11

11

ㆍ

ㆍ

ㆍ

2010.3.10

교육과학
기술부

1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32
(4)

21
(4)

7

0

4

2008.3.28

교육과학
기술부

113

항공법

222

312

60

222

32

ㆍ

2009.9.10

국토
해양부

114

항공운송사업진흥법

12

6

4

1

ㆍ

1

2009.9.10

국토
해양부

115

항만운송사업법

26

31

15

15

1

ㆍ

2009.12.10

국토
해양부

1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84
(12)

42
(9)

37
(3)

5

ㆍ

2009.12.10

국토
해양부

117

해외이주법

17

9

3

6

ㆍ

ㆍ

2008.12.31

외교
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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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11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32

37
(4)

37
(4)

ㆍ

ㆍ

ㆍ

2009.3.18

지식
경제부

행정
형벌

119

해운법

60

61
(5)

21
(1)

37
(4)

3

ㆍ

2009.12.10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120

행정사법

14

9

9

ㆍ

ㆍ

ㆍ

2008.12.26

행정
안전부

121

혈액관리법

33

38
(6)

126

34
(6)

26

ㆍ

2009.3.29

보건
복지부

행정
형벌

1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1

78
(4)

27
(4)

44

3

4

2008.7.14

국토
해양부

행정
형벌

123

화장품법

33

30
(7)

6

22
(7)

2

ㆍ

2008.10.18

보건
복지부

행정
형벌

-

7,954

4,718

2,711

448

79

계

123 개 법률

2.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영업활동관련 법규분야 123개 법률을 분석하여, 총 70건의 정비대상
위임입법을 발굴하였음 [부록-2 참조]

목 록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관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 관련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관련 관련조문
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5. 경비업법 제11조제3항 관련
6.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관련
7.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관련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관련
9. 관광진흥법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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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0. 광업법 제34조 관련
11.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22조 관련
12.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25조제2항 관련
13. 낚시어선업법 제20조제1항 관련
14. 내수면어업법 제15조제4항 관련
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관련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관련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3항제4호 관련
19.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8조제4호 관련
20.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7조 관련
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1조제2항 관련
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관련
2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관련
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관련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관련
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29. 수산업법 제71조 관련
30.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관련
3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32. 식품위생법 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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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33.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 관련
3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련
35. 약사법 제31조제9항 관련
36.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 관련
37. 약사법 제28조 관련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관련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관련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1항 관련
41. 온천법 제16조제1항 관련
4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제2항 관련
43. 의료기기법 제3조제2항 관련
44.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관련
45. 의료법 제78조제2항 관련
46. 의료법 제80조 및 제81조 관련
47. 의료법 제82조제4항 관련
48. 의료법 제66조제1항 관련
4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관련
50. 자동차 관리법 제25조제1항 관련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제2항 등 관련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관련
5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54. 전기사업법 제23조제1항 관련
55.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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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56.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관련
5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3호 관련
5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관련
5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0조․제45조 및 제46조 관련
6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61. 축산법 제37조제3항 관련
6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63.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 관련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65. 해운법 제22조제2항 관련
66. 혈액관리법 제17조의2 관련
67. 혈액관리법 제17조의2제5호 관련
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7조 및 제32조 관련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70. 화장품법 제5조제1항 관련

Ⅳ. 급부행정관련 법규분야
1. 검토대상 법률 현황

순 번

법 률 명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피위임 대상 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

23
(1)

9

13
(1)

2

․

2009.11.9

여성
가족부

행정
형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5

23

14

9

․

․

2008.6.15

여성
가족부

행정
형벌

246

제 2 절 검토대상 법제 및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개관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83

26

51

1

5

2010.1.1

환경부

4

가축전염병예방법

63

95
(14)

20

67
(12)

7
(1)

1

2008.9.11

농림수산
식품부

5

건강가정기본법

36

10

4

6

․

․

2008.2.29

여성
가족부

6

건강검진기본법

28

17

8

6

3

․

2009.3.22

보건
복지부

7

건널목개량촉진법

9

3

2

․

1

․

2008.3.21

국토
해양부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0

28

13

15

․

․

2008.12.26

고용
노동부

9

경관법

25

24

18

․

․

6

2008.3.21

국토
해양부

10

고등교육법

68

53
(4)

45
(4)

4

2

2

2009.1.30

교육과학
기술부

1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16

8

8

․

․

․

2008.2.29

보건
복지부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65

85

54

20

11

․

2009.10.2

고용
노동부

13

고용보험법

121

122

90

19

13

․

2010.1.1

고용
노동부

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8

29

14

9

5+1

․

2010.1.1

고용
노동부

15

고용정책 기본법

42

19

18

1

․

․

2010.1.1

고용
노동부

16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14

9

4

4

1

․

2010.12.30

보건
복지부

1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4

25

13

3

․

9

2009.9.10

행정
안전부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4

34

23

10

․

1

2009.9.10

국토
해양부

19

국가기술자격법

30

34

22

12

2007.7.1

고용
노동부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0

98

95

3

․

2009.12.10

국가
보훈처

21

국민건강보험법

113

99

53

38

8

2010.1.31

보건
복지부

22

국민건강증진법

44

41
(3)

23
(3)

16

․

2

2008.12.15

보건
복지부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5

50

24

15

8

3

2010.1.10

보건
복지부

24

국민연금법

137

109
(1)

83
(1)

24

1

1

2009.12.10

보건
복지부

247

․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준조세/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제 4 장 위임입법 정비방안 사례 분석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25

국민체육진흥법

55

42

35

4

1

2

2010.1.27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
형벌

26

근로기준법

119

38
(14)

37
(13)

1
(1)

․

․

2009.8.22

고용
노동부

행정
형벌

27

근로자복지기본법

59

38

31

7

․

․

2010.1.1

고용
노동부

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51

70

53

15

2

․

2010.1.1

고용
노동부

2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3

4

4

․

․

․

2007.12.27

고용
노동부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5

34

29

5

․

․

2008.3.28

고용
노동부

3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8

36
(2)

23
(2)

․

13

․

2010. 3.12

금융
위원회

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6

6

․

․

․

2007.7.1

고용
노동부

33

기능장려법

18

14

13

1

․

․

2006.3.31

고용
노동부

34

기초노령연금법

24

23

18

3

․

2

2009.10.2

보건
복지부

35

긴급복지지원법

21

11

7

2

1

1

2009.5.28

보건
복지부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5

25
(2)

14
(1)

10
(1)

1

․

2010.2.4

고용
노동부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4

21

20

․

1

․

2010.1.1

고용
노동부

38

노인복지법

72

49
(2)

19

29
(2)

1

․

2010.1.31

보건
복지부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0

67

29

33

5

․

2010.1.31

보건
복지부

4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

26

17

8

1

․

2009.11.28

농림수산
식품부

41

농어업재해대책법

12

9

6

3

․

․

2010.1.25

농림수산
식품부

4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31

17

6

8

2

1

2008.2.29

보건
복지부

43

농어촌도로 정비법

33

26
(3)

15
(3)

9

․

2

2009.8.23

행정
안전부

4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33

25

11

14

․

․

2008.4.18

보건
복지부

45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16

14

10

4

․

․

2010.1.25

농림수산
식품부

46

농촌진흥법

20

16

16

․

․

․

2010.1.25

농촌
진흥청

47

다문화가족지원법

16

6

4

2

․

․

2008.9.22

여성
가족부

248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제 2 절 검토대상 법제 및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개관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4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5

19

4

13

1

1

2007.10.17 환경부

4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2

33

24

9

․

․

2010.1.27

지식
경제부

50

도로법

102

79
(11)

58
(9)

19
(2)

․

2

2010.3.10

국토
해양부

51

도서개발촉진법

14

6

6

․

․

․

2010.1.25

행정
안전부

52

도서관법

49

26

24

․

․

2

2009.9.26

문화체육
관광부

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1

75
(12)

51
(12)

15

․

9

2009.12.29

국토
해양부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0

60

49

4

1

6

2010.1.31

국토
해양부

55

도시철도법

36

34
(6)

23
(3)

11
(3)

․

․

2009.12.10

국토
해양부

56

독서문화진흥법

14

3

3

․

․

․

2009.9.6

문화체육
관광부

57

모자보건법

32

30
(2)

15

15
(2)

․

․

2009.7.8

보건
복지부

58

문화예술진흥법

42

32

27

․

․

5

2008.2.29

문화체육
관광부

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2

21

17

1

․

3

2010.3.10

문화체육
관광부

6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5

19

18

1

․

․

2008.2.29

지식
경제부

61

보건의료기본법

57

2

2

․

․

․

2008.9.29

보건
복지부

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5

21

16

5

․

․

2008.9.29

보건
복지부

6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39

18
(4)

18
(4)

․

․

․

2010.1.10

고용
노동부

행정
형벌

64

사립학교법

96

31
(1)

28
(1)

1

2

1

2008.3.14

교육과학
기술부

행정
형벌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80

68
(5)

68
(5)

․

․

․

2009.12.29

기획
재정부

행정
형벌

66

사회보장기본법

35

3

3

․

․

․

2009.6.9

보건
복지부

67

사회복지사업법

80

62
(7)

25
(2)

34
(5)

․

3

2009.12.1

보건
복지부

68

사회적기업 육성법

21

19

14

5

․

․

2009.11.22

고용
노동부

6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33

27

13

14

․

․

2008.2.29

산림청

7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8

31

29

1

․

1

2009.7.31

교육과학
기술부

249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제 4 장 위임입법 정비방안 사례 분석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71

산업안전보건법

98

185
(23)

64
(11)

112
(11)

9
(1)

․

2009.8.7

고용
노동부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8

105

76

17

12

․

2010.1.27

고용
노동부

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8

7

7

․

․

․

2009.5.8

법무부

7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23

8

15

․

․

2008.12.19

여성
가족부

7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

14

9

9

․

․

․

2009.12.30

중소
기업청

7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4

76
(14)

38
(4)

38
(10)

․

․

2008.12.26

소방
방재청

행정
형벌

77

소비자기본법

86

49
(1)

49
(1)

․

․

․

2010.2.1

공정거래

행정
형벌

78

수난구호법

34

18

12

6

․

․

2008.2.29

79

수도법

87

101
(12)

66
(10)

24
(2)

․

11

2009.12.10 환경부

8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26

26

․

․

․

2010.2.1

8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2

40

25

14

1

․

2009.11.22

지식
경제부

82

신항만건설촉진법

25

26

24

1

1

․

2010.3.10

국토
해양부

8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

10

6

4

․

․

2008.9.22

보건
복지부

8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30

27

15

11

1

․

2009.6.26

농림수산
식품부

8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

15

15

․

․

․

2010.1.1

여성
가족부

86

아동복지법

48

26
(2)

21
(2)

4

․

1

2008.12.14

보건
복지부

8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

24

15

7

2

․

2009.1.20

행정
안전부

8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93

51

35

14

2

․

2010.1.1

농림수산
식품부

89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30

17

16

1

․

․

2009.3.18

지식
경제부

9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1

6

6

․

․

․

2009.12.30

중소
기업청

9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4

9

3

3

․

3

2009.11.28

농림수산
식품부

92

영유아보육법

66

63
(5)

25
(2)

36
(3)

1

1

2010.1.1

보건
복지부

250

위원회

행정
형벌

해양
경찰청
준조세/
행정
형벌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
형벌

행정
형벌

제 2 절 검토대상 법제 및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개관

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1

61
(5)

38
(3)

19
(2)

3

1

2009.5.21

94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25

15

14

1

․

․

2009.8.23

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3

47
(2)

35
(2)

12

․

․

2010.4.10

96

유아교육법

38

29
(1)

23
(1)

5

1

․

2008.2.29

97

유통산업발전법

57

52
(4)

24
(2)

21
(4)

4

3

9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

30
(5)

19
(2)

12
(3)

․

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0

60
(5)

20
(1)

37
(3)

100

의료급여법

41

77

12

10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

12

102

임금채권보장법

34

103

임대주택법

104

문화체육
관광부

준조세/
행정
형벌

문화체육
관광부
고용
노동부

행정
형벌

교육과학
기술부

행정
형벌

2009.12.10

지식
경제부

행정
형벌

1

2009.3.18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
형벌

3

1

2010.1.31

보건
복지부

행정
형벌

23

2

3

2008.2.29

보건
복지부

11

1

․

․

2008.2.29

보건
복지부

15

13

2

․

․

2010.1.1

고용
노동부

46

70
(11)

61
(8)

9
(3)

․

․

2009.12.29

국토
해양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2

39

20

18

1

․

2009.6.27

산림청

1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21

9

12

․

․

2008.2.29

보건
복지부

1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7

55

46

7

2

․

2010.2.7

국토
해양부

107

자연공원법

86

85
(5)

69
(3)

10
(2)

2

4

2008.12.31 환경부

108

자연재해대책법

90

99

76

18

․

5

2010.3.10

소방
방재청

10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9

22

13

8

․

1

2008.2.29

행정
안전부

26

18

14

4

․

․

2008.3.21

보건
복지부

1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90

53

43

8

2

․

2010.1.10

고용
노동부

1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2

5

5

․

․

․

2009.12.30

중소
기업청

113

장애인복지법

89

61
(2)

29

30
(2)

1

1

2008.4.18

보건
복지부

1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0

16

16

․

․

․

2009.8.23

보건
복지부

251

행정
형벌

준조세/
행정
형벌

행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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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1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5

64

38

13

․

13

2009.12.10

중소
기업청

1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6

97

26

5

2

․

2009.11.22

소방
방재청

117

재해구호법

36

23
(3)

18
(3)

4

1

․

2008.12.26

소방
방재청

1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30

5

5

․

․

․

2008.2.29

보건
복지부

119

전시산업발전법

29

22

17

3

2

․

2010.2.4

지식
경제부

12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32

32
(2)

18

1
(2)

3

․

2009.8.23

지식
경제부

12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15

15

․

․

․

2009.6.6

문화체육
관광부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

87
(10)

78
(10)

4

5

․

2009.7.23

방송
통신
위원회

123

정신보건법

73

53
(7)

20
(2)

32
(5)

1

․

2009.3.22

124

주택임대차보호법

19

6

6

․

․

․

2009.8.9

법무부

12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33

14

14

․

․

․

2009.11.22

중소
기업청

1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34

33

29

4

․

․

2009.11.22

중소
기업청

12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39

18

15

․

3

․

2009.11.22

중소
기업청

1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7

47

36

6

5

․

2009.12.30

중소
기업청

1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2

51

40

11

1

․

2009.12.10

중소
기업청

1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9

70

52

13

5

․

2009.12.10

중소
기업청

131

지방공기업법

111

84

59

2

1

22

2009.10.2

행정
안전부

13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52

66

45

14

5

2

2009.12.10

국토
해양부

1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70

87

86

1

․

․

2009.12.10

국토
해양부

134

지역보건법

23

20

8

8

․

4

2010.1.31

보건
복지부

135

지하수법

61

117
(25)

92
(21)

21
(4)

․

4

2009.11.28

국토
해양부

준조세/
행정
형벌

136

직업안정법

59

33
(3)

19
(2)

11
(1)

3

․

2010.1.10

고용
노동부

행정
형벌

252

행정
형벌

행정
형벌

행정
형벌

보건 복지 행정
형벌
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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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법 률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13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

39
(7)

13
(1)

26
(6)

․

․

2009.8.7

고용
노동부

138

철도건설법

30

27

23

4

․

․

2010.3.10

국토
해양부

1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1

5

5

․

․

․

2009.10.9

고용
노동부

140

청소년보호법

58

53
(6)

44
(6)

5

1

3

2010.2.1

여성
가족부

141

청소년복지지원법

21

12

11

1

․

․

2008.2.29

보여성
가족부

142

청소년활동진흥법

75

43

26

15

1

1

2010.3.10

여성
가족부

1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43
(5)

22
(2)

21
(3)

․

․

2009.3.18

144

초ㆍ중등교육법

79

54
(2)

40
(2)

7

1

6

145

최저임금법

31

21

17

․

4

1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

31
(4)

10
(2)

21
(2)

147

평생교육법

46

46

34

148

하수도법

80

135
(41)

149

학교급식법

25

150

학교보건법

151

문화체육

행정
형벌

행정
형벌

관광부

행정
형벌

2008.6.22

교육과학
기술부

행정
형벌

․

2008.3.21

고용
노동부

․

․

2009.8.22

고용
노동부

4

1

7

2009.8.9

교육
과학
기술부

62
(20)

56
(21)

2

15

2010.3.10

환경부

15

10

4

․

1

2009.12.10

교육
과학
기술부

26

28

14

12

2

․

2008.8.4

교육
과학
기술부

한부모가족지원법

29

19

9

10

․

․

2010.1.10

보건
복지
가족부

152

항만법

101

130
(13)

95
(11)

28
(1)

7
(1)

․

2010.3.10

국토
해양부

153

환경보건법

33

28

14

12

2

․

2008.3.21

환경부

-

6,088

3,997

1,594

204

185

계

153개 법률

253

행정
형벌

준조세/
행정
형벌

행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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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급부행정관련 법규분야 153개 법률을 분석하여, 총 45건의 정비대상
위임입법을 발굴하였음 [부록-3 참조]

목 록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관련
2.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관련
3.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관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관련
5.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관련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제18조의3 관련
7. 근로기준법 제18조 관련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9.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관련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관련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15. 농촌진흥법 제2조 관련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관련
17. 도서개발촉진법 제9조 관련
18. 도서관법 제22조 관련
19. 도시철도법 제4조의6 관련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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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20. 모자보건법 제14조 관련
2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23조 관련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24.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 관련
25. 수도법 제15조 관련
2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27. 아동복지법 제4조의2 관련
28.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관련
29. 유아교육법 제12조 관련
30.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 관련
3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3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34. 재해구호법 제14조 관련
3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관련
3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3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3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39.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2조 및 제21조 관련
40. 지하수법 제24조 관련
41. 철도건설법 제6조 관련
4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제14조 관련
43.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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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44. 하수도법 제23조 관련
45. 항만법 제87조 관련

Ⅴ.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
1. 검토대상 법률 현황

순 번

법 령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1

건축법

114

38

28

10

․

․

2009.12.10

국토
해양부

2

검역법

42

1

․

1

․

․

2007.7.12

보건
복지부

3

계량에 관한 법률

50

15

10

5

․

․

2009.3.18

지식
경제부

4

공유수면관리법

31

4

1

3

․

․

2010.4.23

국토
해양부

5

공유수면매립법

47

7

6

․

1

․

2010.3.26

국토
해양부

6

광산보안법

26

5

3

2

2009.3.18

지식
경제부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1

1

1

2008.6.29

지식
경제부

8

교통안전법

65

2

ㆍ

2009.12.10

국토
해양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5

5

2010.3.26

국토
해양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5

7

7

2009.9.10

국방부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8

8

8

2009.4.1

행정
안전부

12

농산물품질관리법

85

8

5

2010.3.19

농림수산
식품부

13

대외무역법

57

21

20

2009.10.23

지식
경제부

14

도로교통법

172

24

15

9

2010.3.19

경찰청

15

도선법

34

2

1

1

2009.12.10

국토
해양부

256

2

3
1

제 2 절 검토대상 법제 및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개관

순 번

법 령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8

1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2010.4.15

국토
해양부

5

2009.12.10

국토
해양부

12

2009.7.31

공정거래
위원회

3

2008.2.29

농림수산
식품부

1

1

2009.7.1

특허청

85

34

51

2010.3.19

보건
복지부

37

9

7

1

2010.4.2

국토
해양부

문화재보호법

117

14

7

7

2011.2.5

문화재청

24

민방위기본법

39

4

4

2008.2.29

행정
안전부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47

3

1

2010.3.31

지식
경제부

26

병역법

123

8

8

2010.3.19

병무청

27

복권 및 복권기금법

38

1

1

2009.12.29

기획
재정부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5

6

4

2010.3.17

국토
해양부

29

사도법

12

1

1

2008.3.21

국토
해양부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64

15

5

2010.3.19

보건
복지부

31

선박법

30

1

1

2009.12.29

국토
해양부

32

선박안전법

85

24

2

19

2009.12.29

국토
해양부

33

선박직원법

33

7

5

2

2009.12.29

국토
해양부

34

선원법

158

29

9

19

2009.12.29

국토
해양부

35

소방기본법

62

1

1

2008.12.6

소방
방재청

36

소음ㆍ진동규제법

61

10

6

4

2010.7.1

환경부

37

소하천정비법

30

3

2

1

2009.12.10

소방
방재청

38

송유관 안전관리법

17

1

1

2010.3.10

지식
경제부

39

습지보전법

32

3

2

1

2008.6.22

환경부

40

식물방역법

50

7

1

6

2009.3.22

농림수산
식품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9

26

18

17

도시개발법

85

5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4

12

19

동물보호법

26

3

20

디자인보호법

192

2

2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72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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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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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법 령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2

13

13

42

악취방지법

29

4

1

4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74

26

11

44

어선법

44

1

45

어장관리법

33

2

2

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7

6

2

47

여권법

26

1

4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5

49

예금자보호법

50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2009.10.2

금융
위원회

3

2008.3.21

환경부

15

2010.3.10

환경부

1

농림수산
2009.11.28
식품부
2010.3.17

농림수산
식품부

2009.1.30

지식
경제부

1

2010.1.1

외교
통상부

2

2

2010.3.17

교육과학
기술부

79

2

2

2009.2.3

금융
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30

4

4

2009.10.23

행정
안전부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40

2

2

2009.12.10

지식
경제부

52

외국환거래법

33

17

17

2009.10.2

기획
재정부

53

우편법

61

2

2

2009.10.23

지식
경제부

54

원양산업발전법

36

4

2

2010.3.17

농림수산
식품부

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8

8

2010.3.17

방송통신
위원회

5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65

3

ㆍ

3

2009.11.28

국토
해양부

5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

1

ㆍ

1

2010.3.19

보건
복지부

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0

8

7

ㆍ

2009.9.10

지식
경제부

5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37

8

2

6

2010.1.1

환경부

6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86

5

5

2008.3.4

행정
안전부

61

저작권법

157

4

4

2010.2.1

문화체육
관광부

6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6

1

1

2010.1.1

환경부

6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35

17

5

2010.1.1

지식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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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법 령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2010.3.17

방송통신
위원회

3

2009.11.22

지식
경제부

7

2008.2.29

보건
복지부

5

2009.4.1

금융
위원회

2

2

2010.3.22

공정거래
위원회

99

17

8

2010.1.1

방송통신
위원회

주민등록법

39

1

1

2009.10.2

행정
안전부

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4

4

2009.2.3

금융
위원회

72

주차장법

58

13

8

5

2010.3.22

국토
해양부

73

주택법

126

29

26

3

2010.4.5

국토
해양부

7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5

1

1

2008.9.22

경찰청

75

철도안전법

66

13

8

2009.4.1

국토
해양부

76

출입국관리법

132

6

6

2009.6.20

법무부

7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11

21

16

2009.12.10

국토
해양부

78

택지개발촉진법

38

3

3

2009.7.31

국토
해양부

79

토양환경보전법

56

21

15

2007.11.18

환경부

80

통신비밀보호법

29

4

4

2009.5.28

법무부

8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41

5

ㆍ

5

2010.3.19

지식
경제부

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1

4

1

ㆍ

2009.4.1

공정거래
위원회

83

하천법

98

13

11

2

2010.3.10

국토
해양부

8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51

3

2

1

2009.9.10

국토
해양부

85

항로표지법

44

8

7

1

2009.12.29

국토
해양부

64

전기통신기본법

47

5

5

65

전력기술관리법

36

7

4

66

전염병예방법

65

8

1

67

전자금융거래법

51

5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5

69

전파법

7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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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법 령 명

피위임 대상 법령

전체
조문수

위임건수
(법률→
하위법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시행일자 소관 부처 비 고

86

해양환경관리법

134

36

11

25

2009.12.29

국토
해양부

8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8

2

1

1

2009.11.22

환경부

8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35

6

3

3

2009.7.1

환경부

-

806

493

292

계

88개 법률

22

0

2. 정비대상 위임입법 발굴 현황

행정형벌관련 법규분야 241개 법률을 분석하여, 총 45개의 정비대상
위임입법을 발굴하였음 [부록-4 참조]

목 록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관련
3. 경륜ㆍ경정법 제27조 및 제34조 관련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 관련
5.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35조 관련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3조 관련
7. 농약관리법 제34조 및 제35조 관련
8. 약사법 제93조 및 제96조 관련
9. 온천법 제32조 및 제34조 관련
10. 항만법 제97조 관련
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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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관련
13. 공연법 제40조 관련
14. 광산보안법 제25조 관련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16. 기상법 제48조 관련
17. 도선법 제40조 관련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관련
19. 도시개발법 제82조 관련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관련
21. 동물보호법 제24조 관련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관련
2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 관련
24.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관련
25. 선박법 제33조 관련
26. 선원법 제134조, 제135조, 제137조 및 제138조의2 관련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관련
28. 악취방지법 제28조 관련
29. 어선법 제44조 관련
30. 어장관리법 제28조 관련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3조 관련
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1조 관련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34.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35.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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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3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6조 관련
37.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9조 관련
38. 전염병예방법 제55조 관련
39. 전파법 제86조 관련
40. 주민등록법 제37조 관련
41. 주차장법 제29조 관련
42. 철도안전법 제78조 관련
43.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관련
44.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및 제129조 관련
4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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