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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는 분야별로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행정적 규제
로 구분되며, 규제강도별로는 강규제와 약규제로 구분된다. 통상 강규제의 경
우 인가․허가 제도 등을, 약규제의 경우 신고․등록 제도 등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보편적 모습이다.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제도는 사회적 위험성 또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류하고 있는
규제분야에 상관없이 전 분야에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가제도는 행정청이 동의로서 사인(私人)의 법률행위에 보충적 효력
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제도는 공익을 위해 자연적 자유를 일괄금지한 후,
금지의 해제를 통하여 다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말한
다. 비록 인허가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입법의 내용을 보면 현행 법령에서
는 강학상 인허가의 개념과 불일치되는 입법현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 규제
체계 내에서 가장 강한 규제로 인허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결국 적어도 강학
상 개념과 일치하는 범주 내에서 현행 법령상 인허가제도는 원칙적 금지․예외
적 허용이라는 법적 성격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인허가제도가 국민과 기업에게 경제․사회영역에서의 각종 활동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한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강한 규제에 속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과 기업의 활동영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경제․사회
영역에서 그 활동을 우선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인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허가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규제개혁의 흐름은
9

대부분 강한 규제인 인허가제도를 신고․등록제도와 같은 약한 규제로 전환하
거나, 혹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인허가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되 해당 제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법정 요건 또는 절차들을 대거 폐지함으로써 국민
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새로운 규제개혁의 패턴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원칙허
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인허가체계(약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2010년 당시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가 주도하였고, 2011년부터는 법제처를 주관부서로 범 정부차원에서 소관법령
의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법제처는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49건에 대해 원칙허용
확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를 추진하였고,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국회를 통
과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6개 법령 13개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통과 원칙허용 전환 안건목록>
연 번

인허가 명

근거조문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현 황
2012.2.27. 국회통과
2012.3.21. 공포‧시행
2012.2.27. 국회 통과

2

유치원 설립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2012.3.21. 공포
(2012.9.22. 시행)

3

4

5

6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법률 제47조

허가

법률 제25조

인수합병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3조의2 준용)

승인
인수

합병 승인

7

도축업의 허가

8

집유업의 허가

9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2011.12.29 국회통과.
2012.2.22. 공포
(2013. 2. 23. 시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업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

〃
2011.12.30 국회통과
2012.2.22. 공포․시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

10

연 번

인허가 명

10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

〃

11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

12

13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토지거래허가

근거조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현 황

2011.12.30. 국회통과
2012.1.26. 공포
(2012.4.27. 시행)
2011.12.30. 국회통과
2012.2.1. 공포
(2012.8.2. 시행)

기존 인허가제도는 원칙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전통적 이론에 따라 견고
하게 구축된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과 민간 창의의
최대한 존중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국내외적으로 기존 인허가제도와 같은 이론적 틀이 아직 구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학계와 입법실무계에서 조차 생소
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진행해온 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은 법리적 취약성과 명확
한 입안기준 등의 미 제시 등으로 말미암아 제도운영상의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3년차가 되는 해로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이론적ㆍ실무적 기초를 완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리적 심화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모델과 법령
입안심시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그간 학계와 실무적으로 크게 논의 되지 못했던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이론연구와 이를 기초로 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입법모델(법령입안
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이론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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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법리적 연구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이론
적 기초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규제
입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여부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큰 체제전환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인 인허가는 전형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이론적 기초는 행정법 차원, 구체적으로는 행정행위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 행정행위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심화연구를 도모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규제체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규제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칙허용 인
허가제도의 규제영역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고찰한다. 새로운 규체체계는 국가
적 관리의 필요성 및 규제의 내용 등에 따라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바, 본 연구에
서는 규제유형 및 내용별로 원칙허용방식 도입의 정합성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이론적 연구를 기초로 입법모델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위한 기초이론을 제시하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입안시 준수
되거나 검토되어야 하는 제반 기준을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첫째, 원칙허용 방식에 대한 법리적 심화 연구,
둘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유형
및 내용별 원칙허용 방식 도입의 정합성 연구, 셋째, 원칙허용 방식의 법령안
입안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세부 입안심사 기준의 정립이다.
이에 따라 먼저 원칙허용 방식에 대한 법리적 심화 연구는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헌법이론적 심화연구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규제입법과
행위는 헌법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영역에서는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의 헌법적합성, 즉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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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의 관계, 일반적인 합헌적 경제규제논리에 따른 정합성, 입법의 기본원리
로서 헌법상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제반 원칙들과의 관련성 등을 연구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행정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체계
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허가 등 행정행위 이론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기에서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행정행위 이론으
로 설명될 수 있는 지의 여부, 기존 이론체계로의 흡수 및 통합여부, 독자적인
이론설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심화연구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유형 및 내용별 원칙허용 방식 도입의 정합성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규제의 유
형별(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규제)ㆍ성격별(사전ㆍ사후규제)별로 원칙허용 규
제방식 도입이 적절한 분야를 검토하고 이의 기준정립을 한다.
마지막으로 원칙허용 방식의 법령안 입안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세부 입안심사 기준의 정립에 대해서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표준문구 또는
입법모델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
다. 특히 여기에서는 입안을 위해 특히 유의하여야 할 각종의 금지기준, 원칙
허용 근거규정 입법형식의 선택기준, 그 밖에 원칙허용 방식으로 입안하는 경
우 준수되거나 검토되어야 하는 제반 기준에 대한 연구를 도모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기초적 이론연구가 미진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법리와 입안기준마련을 위한 이론연구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연
구의 방법은 주로 이론 및 실무상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연구를 채택하였다.
다만, 이론연구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관련된 외국입법례 및 관련 이론연
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로 국내 선행 연구자료와 판례,
공법학계의 전문가와의 워크숍 및 자문을 통해 발굴한 자료를 통해 연구를 수행
한다. 마지막으로 원칙허용 방식 도입의 정합성 기준 도출 및 그 밖의 입안심
사 기준 정립을 위한 이론연구로 선행 연구문헌과 정부부처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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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이론적 기초
제 1 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의
1. 개 설
현대국가에서는 규제를 통하여 정책 및 제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대국가에서 규제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학계와 실무계를 막론하고 비판적 경향이 뚜렷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는 국민(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
뜨려 사회 전체의 비합리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각국
에서는 규제개혁ㆍ규제완화1)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한걸
음 더 나아가 오늘날은 규제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법령이 어느 정도 국민의 불편정도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이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국민불편 정도가 상당 수준 감지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의 각종 규제법제를 살펴보면 사전규제를 하거나 혹은 사전ㆍ사후통제
를 병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매우 강한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된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의 제도는 전통적으로 “원칙
금지ㆍ예외허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강도 높은 규제밀도와 사전규제 중심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 진입 자체를 우선적으
로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방식보다는 시장진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금
지행위를 규제하는 사후규제방식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분야
에서는 “원칙금지ㆍ예외허용”이라는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원칙허용ㆍ예외금
지”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등장한 것이
1) 규제개혁과 규제완화에 관한 개념 등 이론전개에 대해서는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올바른 규제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9, 35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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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형식(형식적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의 입법기술적
표현여부와 상관없이 규제 수범자 또는 규제대상의 금지요건을 완화시켜 자유
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기 위한 규제(실질적 네거티브 규제)로 정의된다.2) 이러
한 정의에 의할 경우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라는 규제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는 수범자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보
장함과 동시에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개념
최근 허가, 인가 등 행정행위의 입법방식을 “원칙금지․예외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이하, 원칙허용 인허가제“라 한다)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통적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인․허가제도의 규제 메카니즘은 법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업 및 영업 등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행정기관의 감독 및 규제위주의 법체계를 상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시스템은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청에게 많
은 재량행위 및 판단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현상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나
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규제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원칙허용 인허가” 규제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재량영역을 최대한
투명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국민의 헌법상 자유권을 최대로 보장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융ㆍ복합 현상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와 영업은 사후적 관리감독 통제를 강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형식(형식적 네거티브
2) 김유환,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2008, 65-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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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또는 규제의 입법기술적 표현여부와 상관없이 규제 수범자 또는 규제대
상의 금지요건을 완화시켜 자유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기 위한 규제(실질적 네
거티브 규제)로 정의된다.3) 이에 따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증진 등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
는 헌법이념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크게 광의의 제도와 협의의 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제도론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허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반면, 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입
법기술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제법령에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
항을 모두 명시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인허가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4)

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분야
규제는 공익적 필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그
수준, 종류 등이 다양하게 채택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국가의 사전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아무리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메커니즘을 전환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과 불용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제 스팩트럼에 의하면, 강학상 특허의 경우에는 고도의 국가개입
이 필요한 분야로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해당 분야에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바. 기존의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규제체계를 필요로 한다. 반면, 상대
적이긴 하지만, 강학상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는 일률적인 규제체계의 적용보
다는 최소한의 국가개입으로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요구되
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의 중시되는 영업의 자유 분야,
극변하는 기술 및 사회의 변동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 행정청의 재량

3) 김유환,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2008, 65-72면 참조
4) 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진정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 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부진
정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광의와 협의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구분하되, 진정 또는 부진정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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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명화하여 국민의 신뢰 및 규제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분야가 바로 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해 분야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존의 규제 메커니즘과 달리 광의로는 국민의 기본
권 최대보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협의로는 개별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허가를 허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
권을 최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개별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동 제도는
과도하게 국가개입체계에서 최소한 또는 공익목적 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가
개입을 의도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목적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의 규제 메커니즘을 전환시킬 분야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특히 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를 모두 철폐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래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은 광의의 제도보다는 협의의 제도부터 출발
하는 것이 규제 매커니즘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는 최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이 곤란한 분야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한바 있다. 그리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별법령의 입법
과정에서 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입법과정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5)
우선 법제처가 제시한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 분야로는 첫째, 업무변화
속도가 빨라 일정한 사항만 허가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민간의 혁신노력과 사
회변화에 장애물로 빈번히 작용하는 분야, 둘째, 경쟁이나 자율성이 강조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기
간 운영되어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유에 관한 정보 등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서 인허가금지사유에 대한 입법이 용이한 분야6), 셋째,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
5) 이하의 내용은 법제처,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설명자료집,
법제처,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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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허가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필요가 있어 행정청의 재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들고 있다.
반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의 곤란한 분야로는 첫째, 경제적 규제 중
국민의 건강ㆍ안전, 소수자 보호 등을 위해 엄격한 사전규제가 요청되는 분야,
둘째, 다수의 경합자 중에서 소수만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인허가7),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하게 사업과정 중 하나의 절차로 인정되는 인허가8), 셋
째,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성격의 인허가9), 넷째, 금지사항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내용적 측면에서 원칙허용 규제체계 전환이 바람직하
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인허가10)을 들고 있다.11)
다음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선택한 입법기술로는 우선 허
가요건을 두는 목적이나 이유를 파악하여 현재의 허가요건의 필요성을 영점에
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허가제도의 목적이나 이유를 달성하기 위
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내용을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으로 정하고 그 외의
허가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청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가 금지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인허가를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도록 하
고 있다(기속행위).

제 2 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헌법적 기초
1. 규제의 헌법원리
(1) 규제운영과정과 헌법적 구속

6) 예컨대, 공정한 기회의 부여,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의 공생발전이 필요한 분야, 각종 영업의 진입규
제의 완화가 필요한 분야 등이 있다.
7) 예컨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8) 예컨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식공원의 실시계획 인허가.
9) 예컨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국고지원대상의 인정).
10) 예컨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의 방위산업체 경영기업의 기존 주식 등의 취득 허가 등.
11) 그 밖에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 획일적 기준의 적용으로 다양한 규제대
상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곤란한 분야, 원칙허용 규제방식이 수범자의 권익보호에 유용한 분야 등을
적용가능 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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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정부가 경제ㆍ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행태를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형성 또는 지향하기 위한 행정작용”(광의의 규제)12) 또
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협의의 규제 또는 직접규제)를 의미한다.13)
전자는 협의의 규제를 비롯하여 조성ㆍ육성ㆍ촉진행정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
는 것이며, 후자는 직접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행위가 형성ㆍ발생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기 위한 것이다.14)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되는 규제의 개념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대륙법계의 전통을 계수하여 규제를 입법, 통치, 사회적
통제라는 전체적 구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이에 따라 규제는
첫째, 법규 및 규칙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점, 둘째, 벌칙이나 불이익이 수반
되는 제반 수단의 집행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민간
경제주체의 행태를 형성시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
규제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경제주체
의 행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본래 개인
의 자유영역이 국가목적 또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강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다. 따라서 규제는 그것이 경제적 규제이던 사회적 규제이던 간에 개인이 가지
고 있는 권리(헌법적 권리 및 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전제로 출발한다. 그
리고 규제를 입법, 통치, 사회적 통제의 전 과정과 동일시한다면, 공공목적 달
성을 위한 권리제한은 규제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운영의 전과정, 즉 규제입법(의회입법, 행정입법)에서부터 규제
집행(행정처분)에 이르는 과정은 민간 경제주체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12) J. Anderson, Economic Regulatory and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in Theodore Lowi and Alan Stone.
eds., Nationalizing Government: Public in America, Beverly Hills, Ca.: Sage), 1978, p. 61
13) J. Thomson and L.R. Jones, Regulatory Policy and Practices: Regulating Better and Regulating Less,
New York: Preager Publishers, 1982, p. 9.
14) J. Anderson이 주장하는 광의의 규제개념은 전통적인 규제개념에 육성을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규제이기 때문에 육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보다는 전형적 규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협의의 규제, 즉 J. Thomson and L.R. Jones 이 주장한 직접규제만을 대상으로
고찰한다.
15)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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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 권리제한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당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권
리제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헌법은 재산권과 같은 개별 기본권조항, 경제
헌법이라 불리우는 제119조 이하에서 광범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헌법상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다
는 것이 곧 규제행정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시
민사회의 자율질서에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이 시행과정
에서 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쳐 그 이익을 공공의 목적이라는 제명하에 제한하
게 된다. 따라서 규제는 적어도 그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헌법적 정당성을 부
여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의 권리제한 법리인 법치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규제입법과 규제집행이라는 차원에서 규제운영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입법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법치주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 수단인 법률뿐만 아니라 이
러한 법률을 입안하는 데 요구되는 헌법사항, 예컨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개별 기본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법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둘
째, 규제집행이 직접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 또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법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선언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이상에서 보듯 규제는 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아무리 규제목적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지라도 이는 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기
본적 법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않된다. 왜냐하면, 헌법적 기본법리에 위배되는
규제는 곧 위헌법률이며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
한 점에서 규제는 전 운영과정에서 헌법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규제운영과정을 구속하는 헌법원리
1) 규제입법
규제입법은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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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반 재제처분 등을 규율함으로써 규제에
필요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국가에서 규제운영의 첫 출발점은 규제입법을 정립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법치주의 원리는 그 형식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소로서 규제의 중요
한 규정을 포함한다. 형식적 이유로 국가적 또는 공익적 효과성과 필요성만으
로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고,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는 공권
력행사가 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것, 즉 합법성과 정당성을 기초로 한다. 이에 따라 법치
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고, 그 내용은 법률의 우위, 법률
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법률의 우위는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또 그
법률에 기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입법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
성요소로 하는 합헌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특히 규제입법의 합헌성 요소 중
“합법성” 원리는 규제입법은 원칙적으로 의회입법에 의한 창설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보편화되고 있는 행정국가화 경향은 전통적인 합법성
의 원리에 변용을 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행정입법의 증대현상이다.
헌법은 의회입법과 행정입법 간의 관계 정입을 위해 제75조에 “법률에서 구체
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치주의 원리는 의회입법에 행정입법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합법성의 주요한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규제입법의 합헌성 요소 중 “정당성”은 법률의 내용과 목적이 헌법에 부합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법치주의 원리의 목적이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있다면
규제입법 역시 이러한 법치주의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제입법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범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규제입법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법치주의 목적과 상치된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절대적 권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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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입법
의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연결된다. 결국, 규제입
법의 헌법적 정당성은 규제목적의 정당성, 규제수단의 적정성과 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수범자의 이익의 최소침해성, 규제로부터 얻어지는 공익과 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사익간의 비례관계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법률의 우위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정당성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신뢰를 보호하게 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법적 안
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제입법 역시 이러한 법치주의 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2) 규제집행
규제집행이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국가 의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규제집행은 법령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작
용이며,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라고 할 때, 바로 규제집행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① 입법적 집행
행정권의 집행작용은 입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집행의 출발
점은 규제입법에서 비롯되다. 원칙적으로 규제입법은 의회에서 제정될 뿐 행정
은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한다. 하지만 행정입법의 당위성을 보편적으로 허용
하고 있는 오늘날 행정작용에는 준 입법작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
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헌법적 원칙으로 명문화되면서, 국회입법의 원칙
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회는 규제정책의 수행을 위해 규제
대상을 정하고, 규제목적을 위한 최소기준 등을 정하며, 규제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행정은 법률이 위임
한 사항이나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
체화하는 입법적 관여를 하게 되어 입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입법은 비록 행정권에서 창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입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법률과 차이가 없다. 다만, 수범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가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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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적 차원의 행정입법과 그렇지 않은 입법이 구분될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적 차원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이라면 당연히 헌법에
서 선언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하여지는 침익적 내용의 입법의 금지,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입법금지 등의 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청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목적
이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규제입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부작용
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보다 강한 헌법적 구속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규제입법,
특히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은 규제입법에서 요청
되는 합헌성 요청과 위임입법 본연의 제한법리라는 강한 구속을 받아야 한다.
② 규제적 집행
규제기관의 집행적 기능은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또
는 경제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규제적 집행작용은 법령이 정한 범위와 수단 내에서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집행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는 구체적 집행작용을 함에 있서 규제기관
에게 규제수단과 규제의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구가 있는데, 전자를 재량행위 후자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특히 규제행정분야에서 법치주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수범자의 권리
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작용은 법에서 정하여진 것을 집행기관이 단순히 집행
하는데 그치는 기속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오늘날 고도로
전문화, 기술화, 사회변화 등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
하여 이를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대민현장의 근거리 접촉을 주도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
졌다. 즉,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한 사실의 판단,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은 구체적 집행기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재량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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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집행기관의 재량을 허용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법령에 따라 규제기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재량행위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는 규제수단을 결정함에 있어 그 가부의 판단을 규제기
관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을 해당
법령에 추가하는 입법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규
제기관의 재량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령은 필히 예측가능성의 저하시킨다. 이
러한 점에서 재량행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원리와는 친숙하
지 않은 행정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재량권을 발휘하는 규제기관에게는 규제
입법의 정확하고 적실성 있는 판단과 관련 규제수단의 적정한 선택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이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 밖의 재량을 행
사(재량권일탈 또는 재량권 외적 한계)하거나, 법령의 취지나 법령이 요구하는
요청에 적합하지 않게 행사(재량권 남용 또는 재량권 내적 한계)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이 된다. 특히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규제기관의 자의ㆍ독단16), 사
실오인 및 법률착오17), 목적위반18),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19), 현저한 타당성 상
실20) 등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법률적 차원의 위법성 문제만 발생하지만, 가령
평등원칙위반21), 과잉금지원칙 위반22), 신뢰보호원칙위반23), 법적안정성 박
탈24) 등 또는 기본권 보장과 제한 법리의 오인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일 때
에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된다.
규제적 집행작용은 외형상 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집
행작용은 법적 권리의 침해만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를 보면 얼
16)
17)
18)
19)
20)
21)
22)
23)
24)

대판
대판
대판
대판
대판
대판
대판
대판
대판

1958.10.31. 4290행상186
2001.7.27. 99두2970
1996.4.26. 95누18727
1997.3.11. 96다 49650
1987.7.7. 86누820
1972.12.26. 72누194
1986.11.25 86누610
1998.5.8. 98두4061
1987.9.8 87누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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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든지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 침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규제집행의 경우, 특히 재량의 영역에서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제한 법리의 적용은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집행 단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개별
기본권에서 요구되는 헌법유보사항의 준수가 요구된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이중적 성격-자유권의 보장과
제한의 수단
(1) 자유와 규제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관
이사야 벌린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 구분된다. 소극적 자유란 타인의 방해나 간섭이 없는
상태로 『...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기실현’ 또
는 ‘자기지배’의 상태로서 『...을 할 자유』로 파악하고 있다.25) 따라서 소극
적 자유는 수범자가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외부적 간섭이 없는 상태, 즉
국가의 강제력과 간섭행위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적극적 자유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의 상태를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정치적 영역
에서 만큼은 국가가 자유의 실현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론은 소극적 자유를 중심하는 이론으로서 불간섭의 자유를 마라보는 견
해만이 타당한 자유관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는 규제의 부존
재상태를 전제로 한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법 역시 자유를
제약하는 강제력에 해당되므로 자유의 제약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소극적 자
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 자유마저도 허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
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는 외부적이고 적극적 제약요

25) 이러한 입장은 이사애 벌린이 주장하는 자유론으로 우리 헌법에서 자유의 의미를 해석하는 전통적
입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의 내용은 이사야 별린(著)/박동천(譯), 자유론,
아카텟, 2006, 339-4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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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중에서도 오로지 의도적 간섭과 강제만을 자유론에 관련성을 갖는 제약
요인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여진 외부적 강제만이 아니라,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26) 이들 소
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법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간섭(강제력)의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유의 보장정도가 높다고 판단한다(자유의 양적 기준).
소극적 자유에 관한 입장은 한국 사회에서의 자유관과 헌법해석론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학계에서는 자유주의를 논하면서 “국가권
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의 전체계 내에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이며, “초국
가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27) 따라서 자유권은 국가가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영역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권
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8)
다음의 일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자유권의 법적 성격은 국가의 간
섭 또는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유에 대한 전통
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포괄적 자유권의 성격을 논증하는 결정례에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은 ....,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
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29)
둘째, 계약의 자유에 대한 결정례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 체
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
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
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
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한바 있다.30)
26)
27)
28)
29)
30)

F. A. Hayek, The Contitution of Liberty, pp. 11-2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136면, 402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501면.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552면.
헌재결 1995. 7. 21. 93헌가14; 헌재결 2000. 6. 1. 98헌마216; 헌재결 2002. 12. 18. 2001헌마546
헌재결 1991. 6. 3. 89헌마204; 헌재결 1998. 5. 28. 96헌가5; 헌재결 1998. 10. 29. 97헌마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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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복추구권에 대한 결정례에서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자유권으로서의 성
격을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다.31)
넷째, 사적 자치원칙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자
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
권의 하나이다.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
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
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고 판시한바 있다.32)
다섯째,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결정례에서도,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33)
하지만, 자유의 보장을 판단함에 있어 양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는 없다. 예
컨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인간의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국가개입의 양적 기준만으로는 설명되어
지기 어려운 자유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가 규제되는 행위의 중요도라든가 문제가 되는 행위선택지의 중요도
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간섭(강제역)의 양만을 고려하게 되면, 규제의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비규제 영역으로 남아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파급력을 가지는 사회적 폐단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게 된다.
2) 공화주의적 자유관
소극적 자유관이 비규제(법의 적용제외)상태를 자유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론은 자유를 비예속의 상태로 본다. 즉 공화주의적 자유론의
31) 헌재결 2008. 10. 30. 2006헌바35
32) 헌재결 2008. 10. 30. 2006헌바35; 헌재결 2009. 6. 25. 2007헌바39; 헌재결 2009. 10. 29. 2007헌바
135; 헌재결 2010. 5. 27. 2008헌바61
33)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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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타인의 자의적 의지나 아량 또는 시혜에 좌우되
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개인의 지위 또는
상태이다. 그리고 소극적 자유관에서와 같이 「...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으로
보기는 하지만,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적, 정치적, 경
제적 조건들을 중요시한다.34)
공화주의적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관이 주장하듯 국가의
불간섭 부재도 아니며, 적극적 자유관이 주장하듯 자기통제나 자율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를 단순히 ‘침해받지 않는 상태’로 보는 자유관은 물
리적 강제 또는 위협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 보아서, 개인의 자신
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였고 타인에 대하여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면, 가능한 한 법적인 규제는 없어야 한다. 법 또한 자유를 제약하는 외부의
제약요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방대로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공익
을 실현하려는 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가 진작된다고 본다. 법의 행위조정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법은 개인들의 행위선택지들 중 특정한 선택경로를 차단함
으로써 자유를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법의 자유촉진
기능이라 할 수 있다.35)
이러한 입장에서 법의 임무는 각 개인이 단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호를 만족함으로써 얻는 자유를 보장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와 동시
에 법은 각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택지들과 기회들에 관하여 충
분한 정보를 가지고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 바로 법을
통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자주성이 종합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자
유론이 지향하려는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다.36)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간섭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간섭하는 사람의 자의
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간섭하는 자의
34) P. Pettit,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1997, p.33(P. Pettit의 공화주의
를 해설하는 대표적인 국내문헌으로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
국정치학회보」제39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5, 34면; 同人,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
아연구」, 제51권 제1호, 2008, 133면 이하에서 재인용).
35) C. Sunstein, After Rights Revolution, Recovering the Regulatory State, cambridge/ Mass., 1990, p. 44
36) 김도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 상태로서의 자유”, 「법과 사회」제3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258-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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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내 맡겨져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부자유라고 파악된다.37)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관의 입장에서는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
대적인 것이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때의 제한이 제한권
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를 인허가론에 대입하자면, 인허
가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일지라도 가능한 한 재량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기속적 성격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량행위의 투명
화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며, 이는 입법론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침적 성
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자유권보장
허가의 명령적 행위성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허가의 본질을 단순한 금지
의 해제(자연적 자유의 회복)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법적 지위의 설정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이에 국내에서의 통설적 입장
은 허가를 자연적 자유의 회복으로 보고 있다.
허가론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대적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회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일반적으로
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금지의 의미는 목적
이 아니라 행정청이 심사의 기회를 가지기 위한 법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며,
심사결과 특정인이 그 행위를 하더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적 금지”, “허가 유보부 금
지”의 의미를 갖게 된다.38)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원칙허용’이라
는 수단과 연계되고 예방적 금지 또는 허가유보부 금지라는 측면에서는 ‘예외
금지’의 의미와 연계된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본래 국민의 자유에

37) P. Pettit, p.3
38) 최영규,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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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허가에 적용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일반적 허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
위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금지를 해제하는 의미를 갖는 “예외
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의 경우이다.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
하는 것을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이 그 행위를 하여도 해악이 없을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의 유흥주점영업허가(「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10호), 마약류취급자
의 허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예외적 허가는 법률에 의한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의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예외적인 곤란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유용성이
있으며, 국민의 원래 가진 자유의 회복이 아니라 사인권리를 확대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외적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한다
는 의미에서 원칙금지 예외허용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인허가제도와
연계된다.즉 일반적 금지는 ‘원칙금지’에, 예외적 허용은 ‘예외허용’과 연계되
는 것이다.
다른 한편, 허가는 기본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다. 즉,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기위한 목적
을 가지는 것이 바로 허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허가의
신청이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를 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는 최
대한의 보장을 의미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연계된다.
하지만 주지하다 시피, 헌법상 기본권은 아무런 제한없이 보장되는 것이 아
니라,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
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적 자유의 회복을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허가기준은 바로 헌
법 제37조 제2항의 구체화 규범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허가는 소극
적 측면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적극적 측면에서는 기본
권 보장수단으로서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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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문제는 해당 개별법령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합헌성 기준에 부합하는 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의 통설이 허가를 명령적 행정행위로 분류하면서 명령적 행정행위를 국
민의 권리 그 밖의 법률상 힘과 관계없는 자연적 자유에만 관계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유와 권리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의 권리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따라서 통설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이 허가와 특허의 구별도 단순히 자유의 회복인가 아니면 권리의
부여인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유를 대상으
로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권리 그 밖의 힘을 대상으로 하는 형성적 행정행
위라는 관념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39)
생각건대, 허가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실정법과의 관련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는 단순히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
법상의 자유권,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경제영역에서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이다.
허가를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허가는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을 구체
적으로 공익목적에 기한 관계법상의 제한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허가는 이
와 같이 헌법상 이미 부여되어 있는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권리를 확대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단지, 허가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학상 허가의 대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능
력은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그 자체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허가의 의미가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라면, 기존
의 개별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던 원칙금지-예외허용 인허가제도는 오히려 국민

39) 최영규, “허가의 성질과 효과”, 경남법학 제8집,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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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권행사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이를 광의로 접근하던 협의로 접근하던
간에 자유권의 헌법적 보장에 충실하다. 즉,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하여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되, 기본권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동시에 이행
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권 제한 및 그 한계로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은 그 대부분의 경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구
체적 공익목적과의 관련에서 개별법에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자유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이 때 당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 할 때에는 헌법합치적 수단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여
야 한다.
인허가 등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주요한 규
제수단인바, 허가 등의 제도는 바로 규제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렇다면, 인허가 등의 규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인허가 등의 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과
잉금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협의의 이
익형량이라는 제반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가를 자유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이와 관련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가 남
아 있다. 인허가 등을 자유권의 확인 또는 자유권 최대보장의 수단으로 보고,
특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수단으로 본다면, 원칙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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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인허가제도를 규제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에도 단지 기본권 제한의 수단에
국한되어 평가할 것이 아니다.
환언하면, 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인허가 등을 통한 규제
를 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허가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야 하며,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허
가 등의 제도를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으로 보지 아니하고, 헌법상 자유권
의 보장 또는 확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허
가 절차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헌법상의 자유권의 행사가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공익목적에 따르는 제한 규정에 배치되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심사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데 그 기본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40)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역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금지사유
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 행사를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 제한의 한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특히 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3.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1) 기본권보장의무의 의미
헌법 제10조는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
러한 행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
무가 헌법해석상 발생한다.41)
기본권보장의무는 국가가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 지는 의무의 총칭이다.42) 따라서 국가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할 의무

40) 김동희, “허가와 특허관념의 재검토”, 월간고시, 1987. 33-34면.
41) 헌재결 2003.5.15. 2000헌마192【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42) 헌재결 2008.12.26. 2008헌마419【미국산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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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실현 의무는 국가로 하여금 기본권을 모든 자기행위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
하거나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행위재량과 결정재량은 헌법적 차원에서 제한받
게 된다.43)
다른 한편, 기본권보장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는 모든 기본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헌법적 한계 속에서 빠짐없이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소극적 기본권보
장의무) 뿐만 아니라 기본권실현의 장애가 존재하거나 기본권실현을 더욱 더
쉽게 할 수 있을 경우(적극적 기본권보장의무)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다만, 소극적ㆍ적극적 측면에서의 기본권보장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되어 있다
는 것이, 곧 사적영역에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국가가 무제한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영역, 즉 사적 행위나 사적
영역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보충적으로만 기본권관계에 개입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다른 헌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실현할 수 있고 그 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2) 기본권보장의무의 실현수단으로써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행정의 재량영역을 최대한 투명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국민의 헌법상 자
유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운용의 기본방침을 보면 첫째,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사적영역․사적행위를 우선 보장하고(“모두 허용”), 국가의

43) 허완중,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저스티스」통권 제115호, 한국법학원,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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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서만 규제(“꼭 필요한 것만”) 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보장의무의 핵심원리인 보충적 관여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인허가 요건판단에서 숨어있는 재량(예, 법정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미원 등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투명
화하고, 해당 법령에 기속적 표현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재량을 축소키는 입법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를 해 주도록 하여 집행기관의 재량을 투명화․축소하
는 효과를 온다. 이러한 입법기술적 방법은 재량행위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구속원리인 규제기관의 행위재량과 결정
재량을 최대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친화적이다.
셋째, 전통적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인․허가제도가 국가 및 행정기관의
감독 및 규제위주의 법체계를 상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나 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규제하
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개인의 권리보장에는 덜 친숙한 체계를 가지
고 있었다. 반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이러한 기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해소
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은 결국 기본권실현의 장애가 존재하거나 기본권실현을 더욱 더 쉽게
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적극적 기본권보장의
무를 이행하려는 구체적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이행
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며, 의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비록 분명하고 일의적인 개념정립은 어려우나, 그 목적과 운용방식을 고려해
보면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보장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입법자가 기본권보호 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
적이지만, 그러한 이상적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
이 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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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
한의 보호조치를 위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44) 이
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비교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를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최대
한의 보장을 종국적 목적으로 하는 이상적 형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제도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보장의무에 충실한 내용을 갖는 것으
로 헌법 적합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기본권 보호법리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1) 기본권 보호 법리의 이해
1) 기본권 성격의 상이성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명문상 기본권간의 가치체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목록은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이고 그 기
본권 중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개인의 핵심적 가치에 직접 연관되는
것들도 있지만, 단지 이에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대성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본권들도 있다. 또한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도
그 본질적 내용을 건드릴 정도로 심각한 제한부터 쉽게 수인될 수 있는 가벼
운 제한도 있는 것이다.45)
더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에는 그 법적 성격이나 내용, 효력 등에서 상이한
권리들이 기본권속에 들어 있다. 예컨대 전형적 분류기준에 의하면 기본권에
는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도 있고 사회적 기본적이나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
권 등이 있고 이러한 기본권유형들은 다른 기본권유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44) 헌재결 2008.7.31. 2004헌바81【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
45) 이명웅, “비례원칙의 2단계 심사론”, 「헌법논총」제15집, 헌법재판소, 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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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권에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도 있으나 입법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설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도 있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추상적 권리의 경우 구체적
권리와 비교하여 입법권과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기본권들 속에도 또 다양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
다. 예컨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 소위 정신적 자유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자유권은 그 성격이
나 효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기본권을 유형화․계량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왜
냐하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매우 포괄적이며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권 간의 보호강도를 서열을 정하여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기본권의 사이성에 따른 규제의 밀도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
면서 개별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기본권간 보호강도의 차별화를 시도
하고 있다.
먼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결정례를 보면, 우선 양심의 자유를 양심형성의 자
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한다.46) 이들 중 양심형성의 자
유는 그것이 내심의 영역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
으로 보았다.47) 결국 헌법재판소의 양심의 자유를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 규제
의 허용여부를 판단하였다.
재산권 제한에 관한 위헌심사에서는 개별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의 정
도와 재산권의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 등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재산권을 규제하는 범위를 달리 보았다.48)
직업의 자유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가 심사에 있어서 구분
되었는데, 이는 직업 영역에서 야기되는 피해의 심각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46) 헌재결 2004.8.26. 2001헌가1【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47) 헌재결 1998.7.16. 96헌바35【불고지죄 사건】
48) 헌재 2001. 1. 18. 99헌바63; 1998. 12. 24. 89헌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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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의 불
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
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
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49)라고 본바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동향을 보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의 보호법리를 달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일부 결정례 만으로는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스팩트럼을 획일적으로 제단하여 기본권 간의 서열을 정하기 곤란하다. 하지
만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작용이 기본권이 보호하는 생활영역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의
실현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제한은 해당
기본권이 존재하는 주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의 것, 즉 중대한 제한을 의미
하게 된다.50)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는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내용 제한’과 ‘방법 제한’의 구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부 결정례에서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
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
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
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고 한바 있다51) 여기에서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중대한 제한”의 경우라 할 수 있고, 폭넓은 제한이 가능
한 경우를 “일반적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중대한 제한”과 “일반적 제한” 은 표현의 자유처럼 상대적으로 더 보호되는
정신적 기본권에 있어서도 존재한다. 반면 직업행사의 자유와 같이 상대적으로
49)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판례집 14-2, 410, 433.
50) 개별 기본권이 지니는 사회적 관련성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중대성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도 있겠
으나, 여기서는 일단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한 엄격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사회적 관련성
은 엄격심사의 구체적 형량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본다(이명웅, 전게논문, 528면 참조).
51)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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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보호되는 기본권에 있어서도 “중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
행사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항상 “일반적 제한”이라고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이면서도 실질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이
상으로 기본권 주체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제한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기본권 보호
1) 규제적용영역과 헌법적 한계
규제의 대부분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자유권에 경우
에도 현행 헌법은 다양하게 자유권적 기본권들을 유형화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상이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러한 차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그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야 위헌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자유권은 일정한 보호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집회, 학문, 예술, 직업, 경제,
재산 등과 같은 일정한 생활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유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러한 생활영역은 자유권의 보호범위라 한다. 개인의 행위가 자유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일단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허용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자유권은 보호범위에 속하는 개인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
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행사를 제한하는 국가행위의 허용여부
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서 작용한다.52)
국가행위가 자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는 국가행위
가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적 효과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즉
자유권 제한의 문제는 기본권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행위의 실체적 효과 및 영향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53)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자유권보장 체계
규제방법에 하나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우선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장하고
부득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허가 등의 수단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
5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420면.
53) 한수웅, 전게서, 431-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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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개인의 행위는 원칙적
으로 허용된다는 헌법상 자유권의 성격에 정확히 부합하는 규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권을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필요한 경우, 즉 인
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권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에 국가행위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가를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상술한 자유권보장 법리와 비교해 보건대,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규제체계이다. 다만, 자유권 보장(원칙허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부득이한 자유권 제한(예외금지)은 국가 개입이 미치는
영향, 즉 자유권의 제한(예외금지)이 필요한 보호영역,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
하는 방향으로의 수단선택, 자유권의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이익의 크기
등에 대한 형량의 문제만 남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유권의 차별화된
내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금지가 전체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합헌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른 과잉금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당화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과잉금지의 원칙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1)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
1) 개 념
과잉금지의 원칙(Übermaßverbot)이라 함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권력도 원칙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 국민은 단순히 국가권력 내지는 국가의 자의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서, 소위 법치국가원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징표중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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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일반적인 법률유보 또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과잉
금지원칙을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성의 원칙)’에 관한 표현형식으로 과잉금
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잉금지원칙(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은 그 내용을 이루는
부분원칙으로서 적합성의 원칙(방법의 적절성), 필요성의 원칙(침해의 최소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법익의 균형성)을 하위개념으로 거론하고 있다54).
학자에 따라서는 필요성의 원칙과 협의의 비례성 원칙만을 과잉금지원칙으로
삼기도 한다. 적합성의 원칙이 가지는 실질적 규율능력을 의문시하고 적합성
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과 협의의 비례성 원칙에 따른 규범적 판단에 관한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보기 때문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부분 원칙과 기능
① 적합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의 기능영역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의 통제에 관한 것
이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목적상의 한계(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율프레임 아
래 별도의 목적의 정당성 심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과잉금지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전제로 채택된 수단을 통제하는 것
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입법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그 심사기준으로 적용
할 때, 구체적인 입법목적의 발견 내지 입법목적의 설정(정립)을 필요로 한다.
과잉금지원칙은 발견된 입법목적에 대해 즉, 전제된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채택된 수단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적합성 심사는 완전히 부적합한 수단(목적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수단)의 채택을 금지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54) 이상에 대해 자세한 것은 촹치연, 「헌법학도의 길 -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2005), 91면-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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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채택을 내용으로 한다.55)
②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Erforderlichkeit 또는 Notwendigkeit)의 원칙은 최소침해성이라는 표현
으로 대신하기도 하는 데, 이는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
도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그 침해의 정도가 가장
적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선택한 수단 외에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가능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최대로 줄이
려는 기본권 보호 내지 정의사상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
은 비교대상이 되는 대안은 국가가 본래 선택한 수단과 동일한 정도의 효과,
곧 동일한 정도의 입법목적 달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히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개인의 이익이 얼마나 적은가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56)
③ 법익형량(협의의 비례성 원칙)
협의의 비례성 원칙이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수단을 행사
하는 경우 이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가 명백히 비례관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이다. 즉, 이러한 소극적 정의의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개념표상을 표출한다면 위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납득할만한 ‘상당한 관계’
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언명이다. 위 관계가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상당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명백히 비례관계를 일탈하게 될 때, 그러한 제한은
과잉의 것으로서 따라서 불필요한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된다는 것이다57). 법익
형량에서는 우선적으로 법익의 순위의 결정에 주안점이 있다. 만약 법익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법익형량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비례
성심사는 그만큼 의미가 줄어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익형량과 비례성심사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평가척도의 보유 여부라 할 것이다. 법익형량은 비례성의
55)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제문제” 「헌법논총」제20집, 헌법재판소, 2009, 468면.
56) 정문식,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의 의미, 「한양법학」제20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09, 24면.
57) 상게서, 11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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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는 달리 그 논리구조상 판단척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즉 법익형량
은 관련법익의 의미를 탐구해서 순위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론적 개념으
로서 형량척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해주지 못하는데 반하여 비례성의
원칙은 비교척도에 관한 언명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58)
따라서 비례성심사에 있어서 관련법익에 대한 국가 행위의 침해로 야기되는
간접손해와 부수효과를 형량판단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행위가 제한과 보호 내지 침해와 수익의 양면적 효력을 가질 때 총
체적으로 형량에서 참작해야 함도 물론이다. 나아가 제한의 절박성도 형량의
인식지표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심사의 테두리 내에서는 모든 형량
적 요인들이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정리되어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판단척도가 이 비례성 판단에 개입될 위험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59).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의 상관성
1)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에 따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헌법적 차원에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바라보면, 그 제도적 의의는 불필요
하거나 과도한 사전규제를 철폐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행정법적 또는 규제 차원에서 바라
보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행정법상의 인허가행위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따라
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권 최대보장과 함께 제37
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우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자유권의 보장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자유권보장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유
의하여야 할 것은 기본권 장(章)에 해당하는 헌법 제2장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법리이다.

58) 황치연, 전게논문, 470면.
59) 황치연, 전게논문, 470-471면; 동인 대해 자세한 것은, 졸저, (FN6), 120면-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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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즉,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제37조 제2항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원
칙적으로 국가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에 열거된 기본권과 제37조 제1항에
의해 도출되는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
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
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
다. 결국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관계는 “원칙보장”과
“예외제한”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은 헌법
상 기본권 장에서 보충적 조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
유는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인허가 등의 수단을 통해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인
허가를 해주어 본연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인허가제도가 주로 “특정 영업ㆍ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
어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개념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원
칙 자유권의 제한-예외 자유권의 보장),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그 반대의 체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원칙 자유권의 보장-예외 자유권의 제한). 이처럼 원
칙과 예외로 설계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운용의 기본구조는 우리 헌법이 지
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원칙적인 보장 - 예외적 제한”이라는 체
계에 부합한다.
기존의 인허가제도가 자유권 보장에 소극적이었다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자유권 보장에 적극적이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최대보장의무를 개별법 질서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인허가제도라는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
에 기본권 제한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그
헌법적 적합성을 부여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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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법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를 조명
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부합성
① 필요성 원칙의 해석
입법자가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
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가 선택한 목적’과 ‘국가가 선택한 수단’의 관계이다. 만일 입법목적
의 정상성이 입법목적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만 판단하는 것이라면, 제한 수단
의 적합성은 입법자가 설정한 입법목적과 제한수단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다. 이때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국가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또
는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수단이 반드시 가장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거나 가장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60)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수단의 적정성 평가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를 충실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행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최대보
장의무와 괴리된 수단이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법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그 구체화 원리
로 최소침해의 원칙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
단의 적정성평가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기본권제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권 최대
보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합헌적 상태가 되는 것이다.
②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필요성 원칙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즉,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
유권에 해당하는 영역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허용하고 공익 등의 필요에 의
60) 정문식, 전게논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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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허가제도를 통해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는 우선,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최대보장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남은 것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 중에서도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예외)가
아니라면 모두 인허가를 한다(원칙)”는 입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거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인허가를 허용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라 함
은 인허가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부득이
하게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허가를 금지하겠
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규제가 마땅히 따라야할 헌법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결정례를 통해 규제의 헌법적합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유형이나 범위를 선별하여 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
권제한 입법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한다”고 하고 있다.61)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구체적 유형이
나 범위 선별’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만
과잉금지의 원칙, 그 중에서도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으로 구성되는 필
요성 원칙에 상응하는 규제체계로 해석했다고 생각된다.
기존 인허가제도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허가처분을 함으로써 광범위한 규제를 전제로 소극인 자유
권의 보장에 그쳤다. 하지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철저한 비교형량을 통하
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허가를
금지하고자 하기에 더욱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법리에 충실한 입
법과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61) 헌재결 2001.6.28. 2001헌마13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사건 중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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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당해 입법을 함에
있어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유(예외)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모두 인허가를 하는(원칙) 입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개별법령에 열
거되는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유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
게 된다. 하지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유를 정함에 있
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인허가제도의 목적이나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정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허가요건을 모두 삭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기술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성원리인 필요성의 원칙, 즉 “수단의 적정성”
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허가제도는 규제분야별로 일률적인 규제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그 특성상 기존의 모든 규제분야
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성질의 규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는 법정요건이 갖추어 지면,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허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공익 등을 위해 반드시 인허가가 금지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규제분야 별로 달리 적
용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유형이나 범위를 선별하여 그 경
우에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방식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 입법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한다” 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부합하는 합헌적 규
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6. 경제규제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1) 개 설
전통적 규제논의는 경제적 규제만을 고려하였지만, 오늘날 규제는 규제의 목
표에 따라서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형평성에 기
초한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로 파악한다. 전자는 구조규제(structual
Regulation), 행위규제(conduct Regulation) 등으로 구분한다. 먼저 구조규제는 시
장구조의 규제와 관련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주로 시장의 진출입 제한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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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 등의 시행이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행위규제는 시장주체의 개
별 행위인 가격제한ㆍ광고제한ㆍ품질표준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따라서 경
제적 규제는 제한된 또는 과도한 경쟁이 행해지는 자연독점이나 시장구조에
대해서 주로 행하여진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제는 환경규제ㆍ노동보호(직업안
정과 건강안전)ㆍ소비자 보호와 고용보장 등으로 시행된다. 이는 서비스공급에
서 일체의 차별배제와 일정한 정보제공 등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소비
자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함으로써 형평성을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 효
율성과 형평성이 충돌하면 효율성을 양보할 수도 있다.62)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주로 경제적 규제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
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규제분야 또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와 중첩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결국 원
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존 경제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해당 분야
의 인허가 등의 제도개선을 목표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는 경제규제의 헌법적 함의와 적합성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
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규제의 헌법적 기준
1) 경제개입의 본질적 요소
국가의 경제개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규제의 목적)”,
“무엇에 대하여(규제의 대상)”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규제의 수단)”
하는 본질적 요소들의 규명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우선, 현행 헌법상 국가의
경제규제 목적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
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는 데 있다(제119조 제2항).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규
제는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국가의 시장개입의 모습은 ‘시장의
자율 매커니즘’을 무시하거나 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이
62) Visocusi/Vernon,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2nd.), The MIT Press, 1995,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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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헌법 제119조는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경제규제의 근거에 앞서 제1항
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2) 경제조항과 관련 기본권 체계
①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조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
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경제적ㆍ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
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선
언하고 제10조 제1문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사적 사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
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지
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시장경제의 기반 위
에 사회적 안정장치를 도입ㆍ수용하는 경제질서 체계로 나타나고 있다.63) 그
리고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는 자유경쟁의 원칙과 경제의 자율
성 보장, 둘째, 국가개입의 한계설정, 셋째,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한계설정과
63) 민경식, “사회헌법 서설”, 「법학논문집」제18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71면; 한수웅, “한국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95, 190면; 이덕
연,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공법연구」제33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5, 15면; 헌재결
1998.5.28. 96헌가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단서 제2호 위헌제청】사건; 헌재결 2001.6.28. 2001헌
마13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위헌확인(동법 제81조 제7의2호)】사건 ; 헌재결 2004.10.8.
99헌바9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등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
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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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의 의무규정, 넷째, 가격통제 등을 규범적 내용으로 한다.64)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행 헌법상 경제활동 규제의 근거는 직접
적 근거와 유추적 근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 근거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다. 본 조항은 ‘규제’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활동 전반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직접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적 근거로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기본권조항들이다. 왜냐하면, 경제질서는 구체적 실현수단
을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다면,
규제의 한계가 이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에서 예정하
고 있는 경제규제의 헌법 합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관련
된 경제적 기본권과의 정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경제적 기본권
헌법 제119조는 경제영역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규제는 단순히 경제규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개별 기본권과도 연
계된다. 비록 헌법 제119조에서는 이들 기본권을 직접 도출할 수 없지만, 적어
도 개별기본권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러 곳에서 경제활동 규제
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유추해 낼 수 있다.65)
첫째, 헌법 전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은 경제
활동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주(主) 무대인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거래가 형
성될 수 있는바, 이러한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활동 규
제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제23조 제1항)고 하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제13조 제12항은 소

64) 권영설, 헌법담론과 헌법이론, 법문사, 2006, 875-876면.
65) 이하의 내용은 양석진,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제17집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06, 56면 이하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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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보장은
각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단순한 법적 보장만을 의미하는 주관적 공권의 차원
을 넘어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는 규정도 역시 경제활동 규제의 근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 조항이다. 동
조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명시한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에 해당된다.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 함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의 주체가 그 재
산에 관하여 갖가지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헌법적 의의는 재산권의 무제한적 향유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폐
단을 최소화하고 사유재산제의 기본이념을 수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재산권 조항은 사유재산제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희생 내
지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다.66) 따라서 현행 헌법은 재산권이 사회적 구속성을
위반하여 행사되거나 행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음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결국은
재산권의 행사를 수반하는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조
항은 경제활동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
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업수행 내지 직업행
사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 직업의 자유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의한 특정의 직업ㆍ직
종ㆍ기업의 독점은 직업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는 독
점의 배재 내지 그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경제활동 규제의 근거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분야에
66) 권영성, 전게서, 517-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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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켜보면,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7) 따라서 동 조항은 사적자치의 기본
적 전제인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 규제의 기본적 전제가 된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는 우선 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내용
으로 하는 관련 기본권과 연계된다. 그 밖에도 경제활동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직업의 선택 및 수행과 관련되며, 기업의 차원에서는 영업의 수행과 직결되는
사항인바,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직업의 자유와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3)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규제와 한계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의 위배여부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관련 헌법규정상
의 목적을 실현코자 선택된 수단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그 위배여부가 결정된
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에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이 경제적 기본권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법통제의 강도는 달라진다.
경제적 기본권과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
권제한의 헌법적 정당성여부 심사에는 비례의 원칙이 판단기준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기본권침해가 관련되지 아니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의 위반여부심사
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68) 왜냐하면, 헌법은
기본권 침해가 관련되지 아니한 정치적인 영역이나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입법
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이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 적용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는 달리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에
67) 헌재결, 1989 12.22. 88헌가13【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사건
68)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기본권침해가 관련되지 아니한 재정헌법영역에서는 적합성심사만이 행해진다
고 판시하고 있다 : "헌법은 기본권 침해가 관련되지 아니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
한 형성여지를 부여한다. 재정입법은 이러한 영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헌법은
단순히 하나의 윤곽 내지 틀을 설정할 뿐이다.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
거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선택한 ‘재정차입의 증대’라는 수단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지만, 다수의 적합한 수단들을 통제하는 최소침해성심사나 좁은 의미에서의 비례
성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BVerfGE 79, 311, 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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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례의 원칙심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규제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한이 그만큼 제
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의 사법적 통제에서는 선
택된 수단이 헌법규정에 정해진 국가목표의 실현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사하는
적합성원칙만이 적용되고, 다수의 적합한 수단들을 통제하는 최소침해성 원칙
과 목적과 수단과를 비교형량하는 균형성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69) 즉,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의 침해여부 판단에는 적합성원칙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택된 수단이 적합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경제관
련 헌법규정들의 침해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 기본권과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의 침해여부가 동시에 판단되
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 즉, 기본권침해 관련성과 경제관련 헌법규
정들의 침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판단과 경제관련 헌법
규정들의 침해판단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기본권침
해 판단에는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선택된 수단이 추구
하는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만 최소침해성 원칙이나 균형성원칙에 어긋나면 비
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기본권침해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선택된 수단이 경제
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경제관련 헌법규정에는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70)

(3) 헌법상 경제질서에서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함의
1) 경제규제의 합헌성 원칙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주로 구조규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규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규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헌법 제119
조 제2항의 규제로서 합헌적 지위를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관련 경
제 기본권의 보장법리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69) 최갑선,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에 대한 고찰”,「헌법논총」제9집, 헌법재판소, 1998, 736면.
70) 최갑선, 전게논문, 737-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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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적, 규제의 대상 그리고 규제의 수단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규제의
본질적 요소들의 합헌성 원칙을 의미한다.
규제의 목적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될 것이다.
규제의 대상은 경제분야 중, 민간의 혁신노력과 사회변화에 장애물로 빈번히
작용하는 분야, 경쟁이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
효성있는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기간 운영되어 인허가가 금지되
는 사유에 관한 정보 등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서 인허가금지사유에 대한 입
법이 용이한 분야,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
허가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필요가 있어 행정청의 재량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수단은 원칙허용-예외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의 인허
가 등의 행정작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규제수단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필
연적으로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
경제적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일련의 합헌성 추정을 필요로 한다. 즉,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경제적 기본권이라 불리우는,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사유재산제
의 보장), 직업 및 영업의 자유, 사적 자치의 원칙의 보장 및 제한 법리에 충
실한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71)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경제적 기본권
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재산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헌법상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예외적으로 인허가를 금
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이를 통해 경제규제를 하는 경
우이다.
71) 헌법상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재산권과 같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ㆍ교환은 일
차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처럼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별적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경제질
서와 관계있는 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동시에 구현되는 성질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경제질서와 간접적
으로 관련을 가지는 기본권 중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에 국한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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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제
23조 제1항 후문)72),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입각한 무제한적인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도
록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재산권 조항은 기본권형성적
성격과 기본권 제한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의 직
접 적용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했던 결정례에서 “토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
지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形
骸化)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고 한 바
있다.73)
결국 재산권 제한은 재산권과 사유재산제가 형해화되는 정도의 제한인 경우
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74) 또한 재산권이 경제질서의 유
지를 위해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때, 재산권과 사유재산제의 형해화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무의미하게 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제
72) 이를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또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라한다. 학계에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후
문을 두고,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에 방점을 찍고 이 조항을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조항이
라고 하거나 혹은 “재산권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에 방점을 찍고 이 조항을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필자는 당해 조항은 명문의 규정에도 나타나고 있다시피, 이
들 양자의 성격이 모두 포함된 법률유보조항으로 본다.
73) 헌재결 1989.12.22. 88헌가13【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사건
참조, 이와 동지의 견해로 재산권 침해여부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유사 결정
례로 헌재결 1990.9.3. 89헌가95【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사건이 있다.
7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재산권자에게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재산권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권능을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히 박탈하여 국가 등이 배타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재산권보장과 합치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BVerfGE 50,
290, 334 f; O. Depenheuer, O.Depenheuer, Rdnr. 232 zu Art.14, in: v. Mangolt/Klein/Starck, GG
Kommentar(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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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재산권과 관련된 경제영역에
서 규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바, 이는 헌법 제23조와 제119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허가 등의 규제제도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영
역에 개입하는 경우라도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정도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 등
의 규제제도가 자유권보장과 제한 및 그 한계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다면 그
자체로 이러한 헌법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경제영역에서 규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규
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허가 등의 제도로 사적 영
역에 개입한다. 또한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인허가를 발하도록 하
는 기속적 성격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재산권과 관련하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바라보면,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인허가 등의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
장한다. 또한 공익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재산권 또는 사유재산제를 제한
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는 인허가를 통하여 개인
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그 자체로 경제질서와 관련된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른 합헌적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직업의 자유
재산권과 더불어 직업의 자유는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지에 근간을 이
루는 기본권이다.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이 공권력의 행사 또
는 불행사로 인하여 규제를 받을 때 제한된다. 또한 직업의 자유는 또한 주관
적으로 직업을 규제하는 경향을 가진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는데, 허
가의무, 신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그 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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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
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
칙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76)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것은 직업의 자
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특수한 방식의 과잉금지의 원칙 심사가 행해진다는 것
이다. 이 심사방식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
지의 원칙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발전시킨 이른바 3단계이론을77)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것이다.78) 하지만 여기에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
의 적합성,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
의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79) 따라서 비례성 심사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제1단계)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제2단계, 제3단계)
을 구별해 볼 수 있다.
1단계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예로서 전형적인 것은 일정한 영업에
대하여 신고제나 허가제 또는 특허제를 규정하는 것, 의사 등 자유직업활동의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자유직 종사자의 보수를 규정하는 것 등이다.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공익 사이의 합리적 형량

75) 김문현,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소, 2008, 334-335면.
76) 헌재결 1989.11.20. 89헌가102【변호사법 제10조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사건; 헌재결 2002.4.25.
2001헌마614【경비업법 제7조제8항 등위헌확인"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사건.
77) BVerfGE 7, 377 ff.(이른바 Apotheken-Urteil: 약국판결).
78) 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헌재결 1993.5.13. 92헌마
80【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79) 헌재결 1993.5.13. 92헌마80【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헌재결 1997.10.30. 96헌마109【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등위헌확인】사건; 헌재결 1998.5.28. 95헌바
18【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등위헌소원 】사건; 헌재결 1999.9.16. 96헌마39【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
조 [별표13] 제5. 라. 마.위헌확인】사건; 헌재결 2000.7.20. 99헌마455【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사건; 헌재결 2001.6.28. 2001헌마13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위헌확인(동법 제
81조 제7의2호)】사건; 헌재결 2002.6.27. 2000헌마642등【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등위헌확인" (동법 제
20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사건; 헌재결 2002.7.18. 99헌마57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4항 단서
등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5조 단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사건; 헌재결 2002.8.29.
2000헌마556【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3호 등위헌확인" (동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
호, 제6호, 제12호, 제13호)"】사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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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때 허용된다.80) 이 단계에서는 합목적성의 관
점이 중요시된다.81)
다음으로 2단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
다. 여기에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란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
으로서 일정한 자격이나 적성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대표
적인 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기본권주체
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이 헌법
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 제한이 누구나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
다. 둘째,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82)
마지막으로 3단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
의 자유의 제한으로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기본권주체의 책임영역 내지 위험부담영역에 속하지 않는 객관적 사유, 예컨
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처럼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특히 중요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법
익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
칙이 적용된다.8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직업의 자유영역에서 진입규제영역과 개인의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역과 관련된다. 특히 진입규제영역은 3단계 직업의
80) BVerfGE 7, 377, 405f.
81) BVerfGE 77, 308, 332.
82) 헌재결 1995.6.29. 90헌바43【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83) 헌재결 2002.4.25. 2001헌마614【경비업법 제7조제8항 등위헌확인"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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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제한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강한 헌법적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진입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직업
또는 영업의 분야에 진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인허가제도를 철폐하고 공익목적
상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입규제 성격의 인허가제도를 유지하
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3단계 직업
의 자유 제한영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 직
업의 자유의 가장 강한 제한을 해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엄격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합헌성이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허가제도를 유지하되 개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사항에 해당
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인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의미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의 관계에서 1단계 및 2단계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될 수 있다. 이들 단계는 3단계 직업의 자유제한의 경우보다 완화
된 심사기준에 의해 위헌성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위의 원칙허용 인허가제
도는 이미 인허가를 발하여지지 않는 상황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인허가를 발하는 기속적 행정작용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 합헌성이 추정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경제영역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에도 직업의 자유의 최대한의 보장과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7. 원칙허용 인허가법제의 정당화를 위한 법치주의적 요소
(1)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투명성의 원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행정재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규제입법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하겠다는 것, 환언하면
행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허가를 하도록 운영하
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확실히
60

투명성제고와 이를 통한 규제신뢰의 확보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투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운용되어
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서 조차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개별 법령 중에는 “투명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84)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
의미와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명성의 원리가 규제 및 규제입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의미
를 가지는 가는 간접적이나마 헌법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본래 투명성이란
자연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개념이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과
학분야, 그중에서도 규제와 관련하여 논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분야에서의 투명성은 “피규제자들이 그
들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역
량”으로 정의되고 있다.85) 이를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명확성, 이
해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확성, 이해가능성, 예측가능성은 법치주의의 요소로 알려져 있
다. 그렇다면, 투명성은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법치주의의가 개별 규제법
령에서 구체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행정재량의
투명성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인허가 법령에서는 기존 재량행위로
인식되던 규제작용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통해 기속행위로 전환하고자 하
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재량을 비롯한 일련의 행정작용은 관련
입법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원칙허용 인허가법제에서의 법치주
의적 구속은 당연한 것이며,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칙허용 제도와 투명성 간의 관계는 현행 헌법상 법치주
의가 요구하는 바를 파악함으로써 그 운용원리와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84) 「행정절차법」제1조는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
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인 경우이다. 그 밖에 투명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4조
를 비롯하여 약 백여 건에 달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백수원, 헌법상 투명성의 원칙에 관한 연
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48면 이하 참조.
85) OECD, Flagship Report on Regulation Quality, OECD, 2001,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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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법치주의의 의미와 구성요소
1) 법치주의 원리의 개념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가적 활동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
고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는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궁극
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서 법률유보,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 포괄위임금지
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투명성은 국가의사결정과 국가권력행사의 대 국민적 명확성, 복잡성의 축소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명확성과 예측가
능성의 보장, 신뢰보호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86) 특히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법률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
한 정책형성기능을 원칙적으로 의회입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87)
법치주의 원리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경제규제분야에서의 법치주의원리는 시장경제질서에서의 사회
정의의 요소와 합법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형식적 요
소와 실질적 요소로서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하고 합목적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권력의 적용을 담보하
고자 정치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헌
법의 법치주의 원리는 경제정책에 관한 입법이나 행정처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치주의 원리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의하여 법률의 우위와 법률유보의 두
가지 내용을 갖는다. 법률의 우위란 입법권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사에 우선함
86) 김일환/백수원, “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연구」제3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0. 386면 참조.
87) 헌재결 1999.5.27, 98헌바70【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등위헌소원(동법 제36조 제1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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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즉,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또 그
법률에 기속된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경제입법과 경제행정이 원칙
적으로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입법은 의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회입법과
더불어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과다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의 과다는
의회입법의 예외이긴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보면,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는 의회입법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의회에서 담당하게 하는 기본
구조가 포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는 의회입법과 행정입법 간
의 합헌적 기본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공권력행사의 예
측가능성 보장과 신뢰보호위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이다.
2)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ㆍ통치기구의
본질적 인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법률로 규율해야함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
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의회유보의 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88)
그러나 법률유보는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과 더불어 그 적용범위를 점
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법률유보는 의회뿐만 아니라 행
정입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침익적 법률(침해유보설)뿐
만 아니라 수익적 법률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학설전게가 있었다(전부
유보설).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하여
88) 법률유보를 의회유보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은 법률유보의 논의가 시작된 19세기부터이다. 당
시는 군주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이 국민의 자유
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법률은 의회의 집행권의 대립적 구조를 전제로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법률유보의 본질은 침해유보설에 의하도록
하였고, 법률유보와 의회유보를 대등한 의미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수웅,
“본질성 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논총」제14집, 헌법재판소, 2003, 5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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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사회국가원리의 채택은 법률유보를 통하여 기본권실현의 전제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국가통지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법률유보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89)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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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
여야 할 것이다.90)
여기에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ㆍ기준ㆍ절차,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법제도로서 필수불가결한 사항,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행정법규와 달리 개정의 필요성이 적고 장기간
적용될 사항 등은 가급적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91)
3) 명확성의 원칙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하며, 그 법적
용대상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집행자에게는 객관
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원
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을 통해 법적 안정성은 확보되고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는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92)
89) 국회법제실,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11, 46면.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기존의 법률유보이론을 대체하
는 이론으로 본질성 이론이 탄생한 것이다. 본질성 이론은 1972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비롯되었다(Vgl., BverfGE 33, 125, 158f; BverfGE 33, 303, 333f, 337, 346). 본질성 이론은 의회입법자
가 침해를 수권하려는지 또는 급부를 수여하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 입법자가 본질적인 결정을
스스로 행해야함을 의미하되, 입법자의 본질적 결정사항의 판단기준은 기본권연관성, 정치적 중요성을
들고 있다.
90) 헌재결 1999.5.27. 98헌바70【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등위헌소원(동법 제36조 제1항)】사건.
91) 국회 법제실, 전게서, 46면.
92) 헌재결 2004.12.16. 2002헌바57【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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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해식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93) 다만,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94)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95)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
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
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명확성의 정도는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
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96)
4)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
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97)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을 믿은 신뢰를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법치주
의의 기본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원칙이며,
이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
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에 근거가 된다.98)
93) 헌재결 2005.6.30. 2002헌바8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제1호 등위헌소원】사건.
94) 헌재결 1992.4.28. 90헌바27등(병합)【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95) 헌재결 1996.12.26. 93헌바6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사건.
96) 헌재결 2005.6.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위헌제청】사건.
97) 헌재결 2004.12.16. 2003헌마226 등(병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사건.
98) 헌재결 1992.10.1 92헌마68 등【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헌재결 199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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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에서는 “국
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헌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결국, 현행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은 헌법 제40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행정부의 전문성 활용과 입법수요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 행
정입법을 허용하는 것이다.
위임입법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
하여 이루어지는 입법을 말한다. 헌법은 제75조는 행정권의 독자적인 법류명
령 제정권을 배제하고 입법자가 개별적으로 법률로서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
에 한하여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입법위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명확한 형태로만 위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하도록 하고
있어 명확성 요건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통해 입법위임의 방법을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
면,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위임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
정에 의한 입법으로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갖는 법규의 정립이다. 따라서 권력
분립주의 내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그 요건이 엄격할 수 밖에 없다. 그러
므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에는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96헌가2 등【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사건; 헌재결 1995.10.26 94헌바12【조
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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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99)
만일,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
로 위임하게 되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이 행정부가 어떠한 사항을 행정입법
으로 규정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
할 때에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적으로 위임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법률유보에서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데, 위임의 구체
성과 명확성의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제
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
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하고, 이 경우
에 있어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
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100)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
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 보다
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
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
시하여 행정입법의 경우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율의 효과
및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101)
99) 헌재결 2001.4.26. 2000헌마122【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단서 위헌확인】사건
100) 헌재결 1995.7.21. 94헌마125【영화법 제26조등 위헌확인】사건
101) 헌재결 1991.2.11. 90헌가27【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사건; 헌재결 1994.7.29. 92헌바49
등【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등위헌소원】사건 참조.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결정에
서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전적으로 기본법 제80조의 ‘위임입법 명확성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질성이론’을 명시적으로 언급함 없이, ‘위임법률에 대한 명
확성의 요구가 규율대상의 특성과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의 규율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고
하여 위임의 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의 본질성이나 중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
다(Vgl., BverfGE 62, 203, 215; BverfGE 80, 1, 20f). 반면, 독일의 학계에서는 본질성 이론과 명확성원
칙을 기능상으로 분리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질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는 명확성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본질성이론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규율대상이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가’ 아니
면 ‘행정부에 그 규율을 위임해도 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으로써 입법자가 규율해야 하는
결정범위와 행정부가 규율해도 되는 결정범위 확정하게 된다. 본질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가
행정부에 그에 관한 규율을 위임해도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입법자의 수권이 충분히 명확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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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입법시 고려사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특히 협의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개별 법령에 인허
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모두 인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강한 법적 구속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허가의 자유권
보장 및 제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이란 자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또한 경
제규제 영역에서 이러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질서
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재산권, 직업 및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금지되는 인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원칙허용 인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 즉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그 적용분야에서 규율되고 있던 기존의 재량행
위적 성격의 인허가제도를 가급적 기속행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은 해당 원칙허용 인허가 행위가 기속행위임을 분
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원칙허용 인허가 행위를 입법하면
서 추상적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재량가능성 또는 판단의 여지를 행정청에게
부여하는 입법기술을 채택한다면, 이는 여전히 기존의 인허가방식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02) 그리고 이러한 입법은 수범의 입장에서는 규제법령에 대
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부득이 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의 규율에 따를 필요도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은 법률규정사항이다. 하지만,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
을 법률에 모두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입법기술상 곤란한 경우에
판단하게 된다. 독일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최현선, 입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0, 75면 이하 참조.
10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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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는 하위법령에 규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통령
령으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위임하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모두 규정
하여 이른바, ‘숨은 규제’가 될 수 있고, 또한 행정편의적 형태로 원칙허용 인
허가제도가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입법에서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의 요소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개별 요소별로 강한 구속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동 제도가 기본권 보장 및 제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 집행자
의 입장에서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속행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의
적 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행정행위론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1. 전통적 행정행위론
(1) 서 설
국내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그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크게 법
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
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며 전자는 하명, 허가, 면제를 그리
고 후자는 특허, 인가, 대리고 구분한다. 한편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
증, 통지, 수리를 설명하는 10분법적 행정행위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103)
전통적 행정행위 이론체계에 따르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행정행위 유형
론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허가, 인가, 특허 그리고 예외적 승인, 후술할 신고제
도 정도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 학계에서 논의되는
행정행위 유형 중 허가, 인가, 특허 그리고 예외적 승인에 대한 논의를 한다.

103)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8, 279면; 김철용, 「행정법 Ⅰ」, 박영사, 2010, 191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31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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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제도의 의미
인․허가제도란 국가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정한 행
위나 영업, 사업, 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특허, 인
가, 면허, 승인 등)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함
으로써 국민에게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제도이다.104)
실제로 인․허가제도는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등에 대하여 인․허가를 요
하는 기본규정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의 公益目的의 達成과 實效性 確保를 위
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인․허가제도
는 동제도의 입법에서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
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허가제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최소한도로 규제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서 공공복리 증진, 법치주의 실현,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세 과제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강학상 허가제도
행정법상 허가제도는 행정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에 해제하여 일반사인이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
를 말한다. 허가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서, 권리 기타의 법률상 능력을 좌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령
적 행정행위이다.105)
104) 김성수, ｢
일반행정법- 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홍문사, 2012), 221면 이하 참조
105)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허가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를 공공의 이익상 원친적으
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서,
이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며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와 구별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를 보완하는 다
른 견해가 등장했는데,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창설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가령, 단란주점영
업허가의 경우 금지의 해제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란주점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나, 단란
주점영업을 경영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창설된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란주점영업허가는 형
성적 행정행위이다. 근래의 다수의 학자들은 허가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동
시에 갖는다고 보고 있다.(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법문사, 2012), 233~242면; 정하중, ｢행정법총론
(제3판)｣
(법문사, 2006), 217면; 박균성, ｢행정법(상)｣(박영사, 2012), 306~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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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대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인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사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헌법｣제37조 제2
항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법률
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허가절차는 법률상의 자유권의 행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법률상의
규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다. 따라서 허가는 국민에게, 개별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기업가
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 주거나 권리를 확대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사인
이 이미 가지고 있는 헌법적 기본권인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06).
이러한 허가의 종류로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가 있는데,
대인적 허가는 사람의 능력, 지식, 기술 등 주관적인 사항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허가를 말한다. 대물적 허가는 물건의 객관적인 사항을 착안하여 행하는 허가
를 말한다. 예컨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 위험과 관련된 시설물
의 허가(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다. 혼합적 허가는 사람과 물건의 양자를
모두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강학상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더불어서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
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설정하여 준다. 하지만 허가는
이미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데
그치고, 새로운 권리와 능력을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허가는
헌법에 의하여 원래 부여된 자유의 회복에 그치고 권리나 능력의 설정하는 행위
는 아니기 때문에 허가의 결과로 사인이 독점적 이익을 얻어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학상 허가를 기속행위107)로 보
는 견해도 있다. 허가는 인간의 자유를 공익목적상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인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므로, 허가요건을 충
106) 김동희, ｢
행정법Ⅰ｣(박영사, 2012), 282면 이하; 김철용, ｢행정법Ⅰ｣(박영사, 2011), 185면 이하.
107)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2012), 283~286면; 김철용, ｢행정법Ⅰ｣(박영사, 2011), 18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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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인
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고 믿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108) 물론 법률상 허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
정된 경우에는 행정부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 이처럼 허가요건에 “공익”
또는 “정당한 이익”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집행
공무원(처분청)의 판단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예외적으로 허가가 재량행위109)인 경우도 있는데, ｢건축법｣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처분들이 발급되는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10) 판례는 산림형질변경허가111), 토지형
질변경허가112)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제11조 제5항에 의
한 건축허가라는 일련의 행정행위 전체를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라고 규정해
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건축허가라는 하나의 행정행위 과정에는 재량적
108) 대법원이 허가를 기속행위로 일관되게 보아온 것은 건축과 관련된 위험시설물 관련 허가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별 법률이 충분한 규
정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주거단지 내의 러브호텔, 한강상류의 음식점과 카페 등의 건축은 사회적으로 용인
되지 않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저지할 수 없다고 한다.(김종보, ｢
건축법의 理解｣
(박영사, 2008),
119~135면).
109) ｢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
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
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10) 김종보 교수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위험방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던 과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청이 반드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하지만 건축허가 속에 무수히 많은 재량행위들이 의제
되고 있는 현행 건축법 제8조 제6항의 해석상 재량행위를 포함하는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고 한다.(김종보,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문제”｢
행정법연구｣제3호(행정법실무연구
회, 1998/10), 158면 이하; 동인, ｢
건축법의 理解｣
(박영사, 2008), 119~135면; 이원우, “허가 ․ 특허 ․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 ｢
행정작용법(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박영사, 2005), 120~143면.).
111) “광활한 간척지에 산림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천연 암석이 자연스럽게 절개된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 해송 등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는 등 그 자
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임에 반하여, 당해 임야의 형질변경과 더불어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은 비교적 대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사업으로 그 사업계획상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계획마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해 임야의 현상과 위치, 주위의 상황 및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
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1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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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기속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의 행
정행위일지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속적인 부분과 재량적인 부분을 분
석한 뒤 각각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일도양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허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진압적 금지의 해제
(repressives Verbot)〕은 “사회적으로 유해” 또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적
인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
는 제도를 말한다. 즉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으로 금지를 예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은 공익목적이
강하다는 것을 기본성격으로 하는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예외적 승인은 예방적 금지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해제가 예
정되어 있는 경우에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그리고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독점적
지위 내지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되 강한 통제를 부과하는 특허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 승인(허가)의 예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자연공원법｣제23조 제2항, ｢산림법｣제90조 등이 있다.113)

(5) 강학상 인가제도
강학상 인가제도는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동의로써 보충하여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조합의 설립인가, 토지거래
허가, 각종 재개발사업인가, 공공요금 인가 등이 인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계약 기타 일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지만 한편 그 내
용이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113) 산림훼손허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자세한 논문으론 김중권, “산림훼손허가의 법적성질”『판례월보』
제336호(판례월보사, 1998/9), 3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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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가를 해야만 당해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도록 한 경우이다. 즉 강학상
인가제도는 공익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114)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가제도
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나 처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 명령적 행위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인가의 대상은 타인의 법률행위이므로 그것은 사법상의 행위(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취득허가)이든 공법상의 행위
(공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인가)이든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종래에 “인가”로 보아왔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
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을 갖춘 행정추체(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
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115)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태도와 다르게 ｢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특허”로 보았다.116)
인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
다. 또한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지
나지 않으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무효), 인가의 대
상이 된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있은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성립된 인
114) 김철용, ｢
행정법｣(박영사, 2011), 192면 이하 참조.
115) 동 판례는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
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16) 김종보,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행정판례연구｣
제7집(행정판례연구회, 2002);
김중권, “행정법상 인가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저스티스｣통권 제91호(한국법학원,
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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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할지라도 그 후에 그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하게 되면 인가는 그
존립의 바탕을 잃게 되므로 인가도 효력이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나 “항고소송”으로 기본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
을 해결하여야 하고,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인가처분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
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기본 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6) 강학상 특허제도
강학상 특허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를 말한다. 즉, 권리(공물사용권과 같은 공권 또는 광업권)․능력(법인의 설립)․
포괄적 법률관계(귀하의 허가) 등을 설정하는 행정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특허
의 예로는 ｢광업법｣상 광업허가, ｢내수면어업법｣상 어업면허, 공법인 설립행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면허, ｢공유수면매리법｣상 공유수립매
립면허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특허제도는 시장원리하에서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취지 하에서 특정인에게 권한을 주는
대가로 강력한 의무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특허제도는 국가
가 일정한 사업이나 법률관계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존재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는 특정 사업이나
법률관계를 조성 또는 지원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강학상 특허제도가 출원을 요건으로 하는 단독행위인지 공법상의 계약
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출원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견
해가 일반적이다. 또한 특허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보통 행정청의 재량행
위이다. 판례도 특허인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 처분에 대하여 재량행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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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바가 있다. 그러나 법 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허처분을 내리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117)
강학상 특허제도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인 점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금
지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제도와 구별된다.118)
그 외에도 ① 허가제도는 신청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허는 항상 쌍
방적 행정행위인점, ② 허가여부는 원칙적으로 시고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인
데 반하여 특허는 원칙적으로 자유재량행위인 점, ③ 허가의 효과는 공법상
의무의 해제로 공법적인데 비하여 특허의 효과는 보통 공법적이지만 때로는
사권을 설정하여 주는 사법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 ④ 허가는 상대방에게 보통
반사적 이익만 발생시키며 경업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반면에 특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므로 경업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는 점에
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학상 허가제도와 특허제도의 구별은 상대화 되어 가고 있
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특허제도라 하더라도 법규정에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요건만 충족이 되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특허를 하도록 하는 입
법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학상 특허제도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
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획일적으로 재량행위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허가의 상대방이 얻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
는 이익으로 되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행정행위에 관한 최근 이론
(1) 배 경
국내 다수설에서 지지하는 전통적 행정행위이론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이론은 독일에서 이루어진
1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118)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법문사, 2012), 243면 이하 참조;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2012), 288
면 이하 참조; 박균성, ｢行政法論(上)｣(박영사, 2012), 312~314면 참조; 홍정선, ｢행정법원론｣(박영사,
2012), 350~3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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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행정행위 이론과 학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유래가 깊고 입법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 행정행위 이론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그
연혁이 독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초기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이 독자적
으로 발전시킨 이론을 우리가 다시 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독일에서 조차 전통적 행정행위론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입법현실을 보면, 각종의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은 대체
로 강학상 행정행위 이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입장은
사법부의 법해석에도 반영되어, 법원은 허가, 인가, 특허 등의 여부를 강학상
개념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항과 해당 법령의 전체적 해석
체계 속에서 특정 행정행위의 여부를 도출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결국 입법실무에서는 강학상 행정행위 이론에 근거한 입안보다는 현실의 필
요성과 적실성을 기준으로 각종 행정행위의 입안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행정행위 이론으로는 설명이 곤란한 여러 형태의 행정행위 유형
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행위들을 보면 전통적 행정행위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법률효과와 내용이 상호 중첩되는 현상을 볼 수 있
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상 인허가의 종류 및 특성분석>
법령상
형식

허가

법리상
성질

형식

기본권 회복
(
형식적)

재량행위(
일부)

기본권 구체화
(
위험평가)

재량준칙

2유형

재량행위(
다수)

설권
(
위험평가)

재량준칙

3유형

특허

예외적
승인

집행준칙(기준)

기속행위(
다수)

기속행위(
일부)

승인

내용적 특징

허가

면허

허가

형식적 특징

1유형

설권(
기본권내재성
확인)
설권(
금지해제의
정당화)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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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재량준칙

5유형

법령상
형식

법리상
성질

승인
(
사전승인)

승인
(
사후승인)

형식적 특징

내용적 특징

재량행위

정성평가
(
실질심사)

기속행위

정량평가
(
형식검토)
정성평가
(
보완․보충)

재량행위(
다수)

신고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재량적 판단

형식

재량준칙

6유형
7유형

재량준칙

정량평가
(
추완)

기속행위(
일부)

인가
인가

집행준칙(기준)

정량․정성평가
(
형식․실질심사)

수리
(
재량행위/
기속행위)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8유형
9유형

인가기준
(
재량준칙)

수리기준

1
0
유형

잠정적
(
실질적)
유형

* 출처 : 최봉석, “행정법상 인허가의 개편을 위한 지표의 제안”,「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연구를
위한 전문가회의 내부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내부자료)

이러한 현실은 학계에서의 기존 행정행위 이론에 대한 비판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전통적 개념범주에서 탈피한 이론체계의 전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최근의 논의 경향은 ① 전통적 이론체계가 기존의 10가지 유형의
행정행위를 완결적인 체계로 보고, 모든 행정행위를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로
포섭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라는 점, ② 기존의 10가지 유형만을 가지고
다양한 행정행위를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점, ③ 기존의 10가지
유형의 행정행위들이 서로 대등한 위상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
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2) 강학상 허가이론에 대한 비판론
전통적 이론에서와 같이 허가가 자연적 자유를 법적인 권리와 구별하는 방
법론은 최근 기본권적 시각에서 점차 배척되는 추세에 있다. 허가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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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민적 자유가 더 이상 자연적 자유가 아니라 기본권적 자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를 경우 허가를 받는 자는 당연히 법적인 권리로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허가 자체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재평가된다. 다만, 견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허가를 전적으
로 형성행위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형성행위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허가는 여전히 다른
형성행위와 구별된다는 입장도 있다.119)

(2) 허가와 특허의 상대화
전통적 견해는 특허를 형성적 행정행위와 재량행위라는 구조안에서 설명하고
허가가 명령적 행정행위와 기속행위라는 틀에서 양자를 대립시키고 있다. 하
지만,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오늘날 추세이다. 이점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논거가 제시된다. 첫째, 허가의 효과로서 회복되는 자연
적 자유 또한 법적인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속행위인가, 재량
행위인가는 근본적으로 입법자의 의사, 즉 근거법률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
지, 허가와 특허의 개념적인 구별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허가에 해당하면 기속행위이고, 특허에 해당하면 재량행위라는 도식
이 종래 이론과 실무에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논리필연
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20)
더 이상 허가나 특허의 개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다. 허가가 재량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판례에 의해
서도 승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 재량성을 그 개념적 표지로
보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외연을 지금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거의
모든 설권행위를 특허로 포섭하는 상황에서는 그 전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특허가 허가와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허가와 특허의 구별이 상대화되어 간다고 설명
119) 김철용, 전게서, 194면; 김동희, 전게서 282면; 박균성 전게서, 317면 참조.
120) 이와 관련하여 허가와 특허의 개념적 구별을 최초로 시도한 독일의 오토 마이어조차 그러한 도식
을 언급한 적이 없다(송시강, 전게논문, 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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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설명이 들어맞는 특허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121)

(3) 인가론의 재편
최근 독일의 경향은 인가를 독자적인 행정행위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사권형성적 행정행위, 즉 형성적 행정행위 중 사법적 효과를 가지
는 것의 한 예로 다루고 있다.
본래 인가는 사인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관여로써 사권(私權)을 형성
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토 마이어에 의해 정립된 독일의 행정행위
론은 이러한 법현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토마이
어는 철저한 공사법 이원론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는 공법의 영역에서만 그 의
미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 사법적 효과를 지닌 공법적 법제도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122) 독일의 경우 사권형성적 행정행
위의 성격을 갖는 인가제도가 공법적 인식대상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
후이다. 이후 독일에서는 행정영역을 위한 사권형성적 국가행위를 행정행위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사권형성적 국가행위에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경우엔 독자적인 행정행위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하였다.123)
사권형성적 행정행위란 “직접적으로 사법적 권리행사가능성을 발행ㆍ폐지(사
권의 형성)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사적 법률행위나 사법적 권리의무체계를
목표(사적 법률행위의 추인)로 하는 공법적ㆍ고권적 행정행위”로 정의된다.124)
이 때, 전자의 경우처럼 사법적 사상과 협력하지 않고서 사법적 법효과를 발
생시키는 경우가 ‘단독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이며, 후자의 경우처럼 사법관계
의 변경을 위한 필요요소에 해당하는 사권형성적 행정행위를 ‘공동 사권형성
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동 사권형성적 행정행위가 바로 “인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사권의 법효과의 발생이 법률에 의해서 고권적
개별조치의 정지조건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인가는 일종의 법정조건이 된다.125)
121) 송시강, 전게논문, 493면.
122) U. Steiner, Baurechtliche Teilungsgenehmigung und Privatrechtordnung, DVBI, 1981, S. 349ff.
123) A. Tschentscher, Der privatrechtsgestaltende Verwaltungsakt als Koordinationsinstrument zwischen
öffentlichem Recht und Privatrecht, DVBI, 2003, S. 1424f.
124) G. Manssen, Privatrechtsgestaltung durch Hoheitsakt: verfassungsrechtliche und verwaltungsrechtliche
Grundfragen, Jus publicum 9, Mohr Siebeck, 1994, S. 196.
125) 김중권, “사권형성적 행정행위”, 「공법학연구」제1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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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사권형성적 행정행위가 공법적 인식의 대상된 이후에도 독일
에서는 인가에 대해 “비독립적 행정행위(unselbständigger Verwaltungsakt)”로 부
르고 허가는 “독립적 행정행위(selbständigger Verwaltungsakt)로 불렀다. 이는 허
가가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행위로서 독립적으로 공법관계를 창설하는 데 비하
여, 인가는 다른 법률행위를 도와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때문이
다.126) 이러한 이유로 인가는 비독립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인가의 대상인 법
률행위에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가 있어도 그 하
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127)
독일 학계에서도 1960년대 이후 나온 논문이나 행정법 교과서들은 사권형성
적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가를 다루고 있지만, 인가를 독자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인가를 포함하여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128) 다만, 현재 독일에서 비독립적 행정행위인 인가를 대상으로 주로
전게되고 주요한 쟁점은 주로 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실정법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인가를 유형화하는 것129), 인가를 기속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량
126) W. Jellinek, Behördlich Kündigungsschutz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 Festschrift für vom
Richard Thoma zum 75. Geburtstag, 1950, S. 98-99ff; 이와 동일한 취지로 Ule는 인가를 뜻하는
‘Genemigung’을 의존적 행정행위(abhängiger Verwaltungsakt)로 불렀다(C. H. Ule, Die Lehre vom
Verwaltungsakt im Lichter der Generalklausel, in; Recht Staat Wirtschaft Bd.3, 1951, S. 267f.
127) 선정원, “인가론의 재검토”, 「행정법연구」제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 186면 이하 참조.
128) 이러한 경향은 1994년에 발간된 G. Manssen의 Habilitation에 잘 반영되어 있다(위 각주 5 G.
Manssen,
“Privatrechtsgestaltung
durch
Hoheitsakt:verfassungsrechtliche
und
verwaltungsrechtliche
Grundfragen 참조). 이후 발행된 여러 Habilitation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
Kadelbac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unter europäischem Einfliß, Jus Publicum 36, Mohr Siebeck,
1995, S. 36ff; S. Baer, „Der Bürger“ im Verwaltungsrecht, Jus Publicum 146, Mohr Siebeck, 2006, S.
304ff 참조. 그리고 인가를 독자적인 행정행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의 일유형으
로 설명하고 있는 최근의 독일 교과서로는 R. Schmidt(Hrsg.),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s(Besonderer
Teil 1), Springer, 1995, S. 68ff; J. Isensee/P.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Ⅴ(3. Aufl.),
C. F. Müller, 2007, S. 1622; H. U. Erichsen/D. Ehlers(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14. Aufl.),
Walter de Gruyter, 2010, S. 983f;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18 Aufl.), Mohr Siebek, 2011,
8Rn; F. J. Peine,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0. Aufl., C. F. Müller, 2011, S. 114ff 등 참조.
129) 인가행위가 속한 법영역에 따라 유형화하거나,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 ① 일방적
행위에 대한 인가(예컨대,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한 인가) ② 쌍방적 행위에 대한 인가(예컨대, 토지
거래허가, 외환거래인가나 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 승인, 노동청의 해고승인 등), ③ 합성행위에 대한
인가(예컨대, 경쟁제한금지법상 카르텔 인가, 경제단체 인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인가의 대
상이 일시적 성질의 행위인지 아니면 계속적 성질의 행위에 대한 인가인지에 따른 유형화와 인가대상
인 법률행위가 형성하는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무관계에 대한 인가, 물권법관계에 대한 인가, 조
직법관계에 대한 인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gl., T. Groß, Kriterien des
Drittschutzes bei Tarifgenghmigung, DÖV, 1996, S. 5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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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볼 것인지와 이 경우 부관의 허용성130), 인가의 소급효 여부131), 인가
의 취소 및 철회가능성132) 등에 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독일에서는 “어느 행정행위가 공법적 효과만을 가지는지, 사법
적 효과만을 가지는 지, 2가지 효과를 모두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만일 공법적
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이 금지를 해제하는 것인지,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지를
추가로 검토하면 된다. 만일 사법적 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이 보충적인 행위인
지 아니면 독자적인 행위인지를 추가로 검토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허가가 되기도 하고, 특허가 되기도 하며, 인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기
도 한다.133)
전통적 인가이론이 지지하고 있는 보충행위라는 명제는 인가의 효력이 기본
행위의 효력에 의존하는 현상, 즉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대한 인가 역시 무효가 되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가에 이러한 고유한 속성이 있다고 해서 인가
130) 독일에서 인가는 기속행위일 경우가 많지만, 인가를 도입한 개별 실정법들이 인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인가가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해서는 K. Münzel, Tur Rückwirkung der privatrechtlicher und öffentlichßrechtlichen Genehmigung
unter Einschuß des Kartellrecht, NJW, 1959, S. 1661(선정원, 전게논문, 185면에서 재인용) 참조.
131) 독일 학계에서는 일시적 성질의 법률행위에 대한 인가유보가 법률행위의 성립자체를 방해하지 않
으므로 인가가 부여되기 전에도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한다고 보는데, 이 경우 인가를 받기 전 법률행
위가 유동적 무효인지 아니면 무효인지에 따른 논쟁이 전게되고 있다. 특히 공법학계에서는 인가의
효과가 법률행위의 성립시 까지 소급한다고 하는 것보다 인가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사적 자
치에 대한 더 강한 제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
Manssen a. a. O., S. 287-291 참조. 일부 견해에서는 “인가의 효과가 법률행위 시점에 소급하는가의 여
부는 노동법, 사회법, 토지법과 농지법, 경제법 등의 영역에서 해당 규정의 해석문제이지만, 소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단, 민법의 영역에
서만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가의 효과는 법률행위의 성립시로 소급한다”고 한다(L. Schmidt,
Unmittelbare Privatrechtsgestaltung durch Verwaltungsakt, Uni. Bielefeld, Fak. f. Rechtswiss., Diss., 1976, S.
177). 한편, 일부에서는 “인가는 비독립적 행정행위이므로 대상인 법률행위에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어도 그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K. Kieckebusch, Die
öffentlich-rechtliche Genehmigung privater Rechtsgeschäfte, VerwArch. 57, 1966, S. 39). 특히, 이 견해에
따르면, 단체설립행위에 대한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법률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소급효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K. Kieckebusch, a. a. O., S. 45). 2004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일부 판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바 있다(Urteil des 6. Senats vom 31. März
2004-BverwG 6C 11.03 참조).
132) 독일에서는 인가의 취소 또는 철회가능성 여부를 일시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가인가 아니
면 계속적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법률행위를 대산으로 한 인가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
다. 그 밖에도 사기ㆍ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인가, 인가거부처분에 대한 철회 또는 취소가능성 여부
에 대하여 논의가 전게되고 있다.
133)W. Wolff/O. Bachof/R. Stober, Verwaltungsrecht Bd. 2(Aufl. 6), C. H. Beck, 2000, S. 51f; 이러한 독일
의 경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김중권, 전게논문, 234면 이하; 선정원, 전게논문,
18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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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행위로서 가지는 당연한 속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행정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특히 사인의 법률행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허가나 특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보면 유효한 기본행위의 존재
는 당연히 적법한 인가요건이 되고, 기본행위가 무효인 사정은 곧 인가의 하자
가 된다. 여기까지는 인가가 다른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점이 없다. 즉, 인가가
행정행위로서 가지는 당연한 속성인 것이다. 다만, 인가가 특수한 점은 더 나
아가 그 하자를 언제나 중대ㆍ명백한 것으로 보아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견지에 선다면 기존의 견해가 인가와 관련하여
소의 이익을 설명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134)
인가는 그 효력이 기본행위의 효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나, 그에
앞서 행정행위로서 당연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유효한 기본행위의 존재는
적법한 인가요건이 되고, 기본행위가 무효인 사정은 곧 인가의 하자가 된다.
다만, 인가의 특수한 점은 기본행위의 하자가 더 나아가 인가의 효력을 무효
로 만든다는 데 있다. 이에 인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는
주장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어야 하고, 이를
딱히 금지할 이유가 없다.135)
최근 행정법학상 인가이론의 변화필요성을 피력하는 견해136)에 따르면, “헌
법질서 내에서 인가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법과 공법은
인가론에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현대사회에 적합한가,
각각의 행정영역에서의 인가이론은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가, 그리고 그 차이
가 행정법의 인가론 속에 적절히 수용되고 있는 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
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가는 사적 자치원칙에 대한 강력한 국가개입을 의미
하므로 공익보호를 이유로 인가의 적용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시장경
제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헌법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계약자유와
시장영역을 가능한 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인가행위는 당사자들이 공익에 대
한 위험이나 장애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134) 송시강, 전게논문, 489면.
135) 송시강, 전게논문, 493-494면.
136) 이하 선정원, 전게논문, 204-205면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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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가유보부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존
중해야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가능한 한 덜 개입적인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실정법에 인가유보 규정을 둘 때에도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고 행정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가이론은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의 판단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므로, 행정이 구체적으로 인가권을 행사하면서 권력남용이 없도록 적
절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인가의 운용에 있어
행정청의 법적 판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법해석과 재량행사에 있어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인가의 법리는 헌법과의 관련성,
재량축소 등으로 전게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피력하고 있다.

(4) 예외적 승인의 지위 제고
허가와 특허의 상대화 경향과 더불어 학계와 입법실무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이 바로 예외적 승인일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예외적 승인을
통설적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개념정립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들 견해는 예외적 승인의 개념이 기존의 행정행위 유형론에서 어떠한 위상
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하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견해의 입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외적 승인(Ausnahmebewilligung)을 허가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종래의 허가를 독일법의 통상적 허가(kontrollerlaubnis)로 이해하고,
종래의 허가와 예외적 허가의 상위에 통일적 허가개념을 상정한다. 종래의 허
가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이고, 예외적 허가는 진압적 금지의 해제인 점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137) 또한 허가를 금지의 해제로 파악하면서 일반적인 허
가는 예방적 금지(präventines Verbot)의 해제로서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진압적 금지(repressives Verbot)의 해제에 대하여는 재량행위의 성질이 인정된
다고 하여 예외적 금지를 허가의 특별한 유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138)
137) 독일법의 일반적 견해는 허가를 2가지, 즉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Kontrollerlaubnis’와 진입적 금
지를 해제하는 'Ausnahmebewilligung'으로 구분한다(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Aufl. 17),
C.H.Beck, 2009, S.219; 송시강, "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홍익법학」제12권 제1호, 홍익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1, 486면.
13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박영사, 2012), 338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2), 233~234

84

둘째, 예외적 승인과 특허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특허를 예외적 승
인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139) 이 견해는 특허와 예외적 승인을 모두
진압적 금지의 해제라는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그리고 예외적 승인은 예
외적 성격으로 인하여 예외적 승인을 받은 자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은 것
이고, 이에 대하여 강한 공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허로서의 성질
을 가진다고 본다. 특허는 원래 행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이
이를 수행하는 것을 일반 법질서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를 받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해성의 관념을 이
렇게 이해한다면 특허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외적 승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40)
셋째, 예외적 승인의 상대화이론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외적 승인의 징표인
“사회적 유해성”과 특허의 징표인 “공공성 및 독점성, 그리고 공적인 통제” 가
운데 어느 것을 강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허가” 또는 “특허”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141)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에 서있는 일부 견해는 허가․특
허․예외적승인과 관련해서 도식적인 관계설정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허가는 원
칙적으로 기속행위로서 국민에게 발급청구권이 존재하며, 특허제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특허와 같으나 독점적인 지위가 없다는 점에서 허가와 동일하다고 한다.142)

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이론구상
(1) 서 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통상의 규제체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규제의 방식은
규제로 인하여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 김철용, ｢행정법Ⅰ｣(박영사, 2011), 197면; 박균성, ｢行政法論(上)｣(박영사, 2012), 311면.
139) 김동희, ｢
행정법Ⅰ｣(박영사, 2012), 289~290면
140) Gromitsaris, Die Unterscheidung zwischen präventivem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 und repressivem
Verbot mit Befreiungsvorbehalt, (DÖV, 1997), S. 401f(404).; Wieland, Die Konzessionsabgaben, 1991, S.
125.; C. König, Die öffentlich-rechtliche Verteilungslenkung, 1994, S. 102.
141) 김중권, “행정법상 억제적금지에 대한 예외적 승인”｢저스티스｣
(한국법학원, 1998/3), 138면; 동인,
“행정법상의 금지와 그것의 해제에 관한 소고”｢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 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
문사, 1999), 562~563면
142) 이원우, ｢
경제규제법론｣(홍문사, 2010), 4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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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특정한 활동 및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를 포지티브
방식,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위 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규제의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
적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인허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규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단일의 제도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구체적 이론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
항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엄연히 인가제도와
허가제도가 병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즉, 원칙허용 인가제도와 원칙허용 허가
제도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 “원칙
허용”에서 “인가”와 “허가”를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원칙허용 인가제도
전통적 행정행위론의 입장에서 인가는 독립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
다.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국가가 승인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
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인가제도를 통해 사인의 법률행
위의 효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계약 기타 일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당사자의 자유에 맞기면서도 때로는
그 내용이 공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인가한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과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면 인가는 본래 개인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계약영역에서 공익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제수단인 것이다.143) 결국 인가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영역에서 공익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만 국가가 관여하는
외형을 가지게 된다.
143) 김철용, 전게서,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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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칙허용 규제체계는 인가제도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자유의 영역(원칙허용)에 대한 규제체계라는 점에서 양자
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론적으로 원칙허용 인가제도는 인가의 대상을 원칙적으
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금지의 형태로 관여하는 반
면, 기존의 인허가제도는 국가의 관여를 인가라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승인하는
행정행위로 관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예외금지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즉
기존의 인가제도는 국가가 관여하여 사인의 법률행위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원
칙허용 규제체계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
은 기존 인가제도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원칙허용 규제체계에서 의미
한 예외적 금지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허용 인허가 입법기준을 보면,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항에
따른 허가(인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가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입장은 인가이론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이론체계에도 부합된다. 즉,
인가를 단순히 형성적 행정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사권형성적 행정행위로 본
다면, 기존의 인가이론과 원칙허용 인가이론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이론에 따를 경우, 법령상 인가가 본래적 의미의 사권형성적
인가로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 또한 허가, 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별을 전제로 하지만 적어도 사권형성적 인가로서의 성격
을 갖는 것이라면, 원칙허용 인가제도와 부합하는 이론적 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가제도는 그 자체로 기존의 인가라는 행정행위 이론에
흡수될 수 있으며, 그 운용에 있어 입법방식에 변용을 가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허용 인가제도는 별도의 이론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령의 규정형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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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허용 허가제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행정법상 허가제도는 행정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반사인이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
게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이
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허가의 대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인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각종의 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법제들인 것이다.
기존 행정행위론의 입장에서 허가는 원래 자연적 자유(1)이었으나, 이를 공익
목적으로 금지(상대적 금지)(2)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비로소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2)와 (3)은 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법률에서 정한 “법률요건”이 되고 (1)은
이에 따른 “법률효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2)와 (3)이 바로 허가제도
의 기본논리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허가제도는 헌법(기본권) 상 “원칙적 허용
의 자유의 영역”을 법적 조작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한영역”으로 변질
시킨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144)
원칙허용 허가제도의 이론전게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
하다. 첫째, 허가영역 전반을 고려한 거시적 측면(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와
둘째, 입법기술과 제도운용을 고려한 미시적 측면(부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
가 바로 그것이다.
1) 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
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는 앞서 제시한 형식논리, 즉【자연적 자유→상대적
금지→금지의 해제】체계에 대한 개관을 전제로 원칙허용 허가제도의 이론구
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허가제도의 구성부분인 상대적 금지와 금지의 해제는 허
가제도 본연의 이론체계에 의하여 원칙금지ㆍ예외허용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

144) 최봉석, 전게논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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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허가제도를 둘러싼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입장을 보면,
허가제도의 이론적 기초인 “상대적 금지의 해제”가 모두 전제되고 있다. 최근
의 입장에서도 허가제도가 명령적 행정행위의 여부, 기속행위의 여부만을 기
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논의전개를 하고 있을 뿐이지 상대적
금지→금지의 해제, 즉 원칙금지ㆍ예외적 허용이 허가의 본질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거시적 측면에서 허가제도가 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 인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및 최근의 행정법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게 된다. 첫째, 허가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자연적 자유→상대적금지→금지의 해제】라는 기본 도
식에 원칙허용ㆍ예외금지를 적용한다면, 기존의 도식은【자연적 자유→자연적
자유→상대적 금지】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허가제도가 원칙허용․예외금지를
의미한다면, 금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지의 필요
성이 있는 것은 허가제도로 운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허가제도는 그
대로 존치하게 되며, 양적으로만 허가제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원칙허용․예외금지 허가제도는 사실 그대로 운용되는 것이며, 규제
폐지의 효과만 도모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원칙허용 허가제도는 논리 필연적으로 별도의 이론정
립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허가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연적 자유의 영위가 원칙허용․예외금지의 효과로서 나타난
다면 이는「헌법」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
하는 요소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형량 중 수단
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원칙허용 허가제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칙허용 허가제도를 규제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예외적으
로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모
든 것은 국민의 기업의 자유이다’ 하지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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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허용 허가제도의 경우,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별
도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 헌법상 자유권이 절대적 자유가
아닌 탓에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련의 제한이 따르게 되며, 이때의 제한은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제도가 바로 광의의 원칙
허용 허가제도 또는 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이다.
이러한 유형은 인허가 등 규제수단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금지사유
또는 금지행위만을 규율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국민과 기업
의 자유로 규정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4
조를 들 수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를 촉진시
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조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
다. 동 조항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및 행위의 열거하고145)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FDI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45) 시행령 제5조는 제한업종에 대하여, 예컨대 제1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장관과 협의, 고시하는 경
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은 제한업종에
대해 이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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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외국인 투자촉진법」제4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규
제수단을 활용하지 않아 원칙허용 허가 등의 제도라 부르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조항은 ‘금지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한다.
즉, 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는 광의의 의미로서 네거티브 규제의 일 유형으
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제4조는 그 의
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2) 부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
부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는 기존의 허가제도는 유지한 채, 입법운용 또는
입법기술을 활용하여 수범자에게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마련하고 제시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입법기준은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기존 규정 형식 대신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항에
따른 허가(인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수범자
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해당 법령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의 효과로 제한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허가를 둘러싼 이론체계와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 이론체계 또는 최근의 이론체계 속에 흡수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는 기존의 허가체계를 획기
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입법기술을 통해 그 운용에 변화를 도모할 뿐이기 때
문이다. 결국 부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는 별도의 이론정립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다만, 그 적용과 운용에 있어 몇 가지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을 뿐
이다.146)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12월 30일 국회 통과(법률 제11358호)되고 2012년 2월
22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를 들 수 있다.

146)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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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영업의 허가)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
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
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1.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같은 작업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
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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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생략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제3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금지되는 사유
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유형은 수범자가 행정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해당 법령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의 효과로 제한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앞서
살펴본 부진정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허가와 특허의 상대와에 따른 영향
최근 국내 입법실무와 학계에서는 허가와 특허의 상대화에 어느 정도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허가이론과 특허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도 이를 긍정하고 나름대로의 구별기준에 관한 이론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허가이론과 특허이론의 상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재량행위여부이다. 즉, 전통적으로 허가를 기속행위로 특허를 재량행위로 보는
것은 현실 적합성이 없으며, 해석에 의해 특허의 경우에도 기속성을 그리고
허가의 경우에도 재량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전게에 원칙허용 허가제도를 고려해 본다면, 우선 원칙허용 허
가제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허가이론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이론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와 특허의 상대화에 따른 원칙허용
허가제도의 독자적 이론구성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원칙허용 허가제도의 운
용을 어떠한 영역에서 정착시킬 것인가의 논의만 필요할 뿐이다. 즉, 기속행위
영역과 재량행위 영역 중 어떠한 영역에 적용가능한가 하는 점이 추후 연구되
어야 할 부분이다.

(4) 예외적 승인이론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전통적 이론에 따를 경우,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진압적 금지의 해제
(repressives Verbot)〕은 “사회적으로 유해” 또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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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
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으로 금지를 예정하면서 예외
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 이론은 예외적 승인의 대상을
자연적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영역을 전제로 하여 강한 금지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기존의 허가제도 및 원칙허용
허가제도의 의미와는 전혀 상반된 논리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원
칙허용 허가제도와 예외적 승인은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론
적 측면에서 예외적 승인의 영역이 절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원
칙허용 허가제도는 상대적 금지 또는 본래적 자유의 영역을 논리의 출발점으
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외적 승인은 그 적용영역이 통상 사회적 위해성
이 커서 이를 개인에게 자유롭게 영위하게 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 규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원칙허용 허가제도를 적
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이론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외적 승인을 기속행위 또
는 재량행위여부, 설권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 또는 특허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칙허용 허가제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허가제도에 편입되는 것일 뿐 원칙허용 허가제도의 적용을 위한 예
외적 승인이론이 새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소 결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포지티브)”의 인․허가제도의 규제 메카니즘은 법 규
정에서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업과 영업
등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행정기관의 감독 및 규제위주의 법체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포지티브)”의 인․허가 규제시스템은 판단여
지를 남김으로써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청에게 지나친 재량을 부여
하고 있으며,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현상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및 영업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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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규제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
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사후적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춘 방
식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재량영역을 최대한 투명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및 국민의 헌법상 자유권을 최대로 보장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융
복합 현상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존의 이론적 체계나 인가 또는 허가 등의 본질에
관한 이론체계까지 전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진정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론을 필요로 하지만, 실재 운용되고 있는 원칙허
용 인허가제도는 진정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의 이론정립은 전통적 이론체계 또는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이론체계에 의해서도 충분히 법리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
도는 기존 이론체계에 흡수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갖는 한계는 모든 행정행위 영역
에 적용되기에 아직 무리가 따른 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형적인
예외적 승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필연적
으로 기속행위성을 가지게 된다. 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한, 모두 허가해야할 법적 의무가 행정청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고도의 재량이 요구되는 영역과 해석상 재량행위 영역에는 그 적용이 어
렵다. 왜냐하면, 행정청에게 고도의 재량이 요구되는 영역에 행정청의 판단여
지를 인정하지 않는 기속행위성을 가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도입한다면,
재량영역은 형해화 될 것이며, 재량행위에 관한 이론 체계는 유명무실 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이론 및 해석상 재량의 축소가 필요한 영역 또
는 기속행위로 운용되는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
다. 대표적으로 “인가”의 영역이나, 기속행위적 성격의 “허가” 분야에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기속행위가 친숙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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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행정청에게 실체적 요건판단의 여지를 두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가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운용여부는 앞서 제시한 행정행위 이론에 근거해서
만 결정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행정
을 투명화하고 민간의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 기존 규제를 전환하는 경우 과연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도움일 될 것인지,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잉경쟁과 자원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 국가의
감독권 약화에 의한 서비스 및 제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의 문제
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필요하다.147)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대상 분야는 당해 분야의 사회적 영향력
및 인․허가 행정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적 성질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법령이 어떤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할 것
인가에 관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일의적ㆍ확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
여 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관계법령이 규정한 바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
이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추지의 규정을
했을 때에는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그 행위를 행할 가능성 밖에 없으며, 그
147) 실제로 대구시청에서 제출한 담배소매인 지정의 최근 3년간 인ㆍ허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거리미
달, 장소 부적정, 시설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가 된 건수가 매년 평균 1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처럼 정부는 인ㆍ허가 체계를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소상
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시청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실제로는 이와 반대
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11091915124204251&LinkID=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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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행하는 것만이 적법하다. 이와 같이 행정청의 행위가 법에 거의 완전
히 얽매여 있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많은 행위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하는 여지를 가지지 아니하며,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사법심사
에 따른다.

(2) 재량행위
1) 의 의
“재량행위”란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다수의 판단 및 행위의 가능성을 부여
한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의 판단 및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유 형
①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규정이 충족되
는 경우에 그 법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위규정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
한 행위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진
다.

행정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중 일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도록 행위가부에 대한 양자택일 방식의 재량인 결정재량과 행정법
령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행위 중에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선택하여
행할 것인가 또는 행위의 다수 상대방 중에서 어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이 부여되는 이른바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②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종래 통설은 재량행위를 다시 기속재량(Ermessen der Gesetzmäsigkeit)과 자유
재량(Freies Ermessen) 으로 구분하여 기속재량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이며,
자유재량이란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에 관한 재량이라고 보았다.
기속재량은 법령표현만으로는 일견 행정청에게 자유로운 재량판단을 보장한
것 같으나 행정행위의 요건과 처분에 관한 내용이 명백하게 일의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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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이다.148) 따라서, 기속재량은 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
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며, 이때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기속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된다.1)
한편, 자유재량이란 법규가 행정청에게 판단 및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아
니하고 행정청의 자유로운 선택에 일임한 경우, 무엇이 공익목적에 더욱 적합
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149) 따라서 자유재량은 행정
의 합목적성ㆍ편의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설사 재량을 그르치더라도 위
법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며, 단지 부당행위가 될 뿐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되지 못한다.

(3) 전통적 입장에서의 구별실익
1) 사법심사의 대상
① 학계의 입장
종래 통설은 기속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법률판단문제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자유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경
우 자유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안심리에 들
어가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
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은 사법심사의 대상여부에 있었고,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가능성과 그 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② 판례의 입장
판례가 최초로 기속재량행위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1963년 대법원판결에서
다. 당시 대법원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속재량행
148) 이러한 의미에서 기속재량을 “법규재량”이라고도 한다(변재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고시계」
통권 제330호, 고시계사, 1984, 41면).
149)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재량을 “목적재량” 또는 “편의재량”이라고도 한다(변재옥, 전게논문,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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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념을 차용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50)
대법원 196
3.
8.
31.선고 63누1
11판결【야시장구역변경취소】
피고가 한번 내린 야시장용도로 점용허가처분을 변경한 것은 위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기
껏해야 부당한 처분에 불과한데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행정이 한번 어떠한 허가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그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이익을 준 경우에는 그 허가
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니리 않고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
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위법인 것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된다.

이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는 위 판결의 취지를 계승하여 여러 판
례에서 기속재량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속재량행위를 기속행위
로 간주하여 관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자유재량행위
와의 구별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대법원 19
88.
4.
27.선고 87누1106판결【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이사회소집승인에 있어서의 일시,장소의 지정을 가리켜 소집승인 행위의 부관으로 본다
하더라도,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위 이
사회소집승인 행위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비추
어 분명하므로,여기에는 부관을 붙이지 못한다 할 것이며,기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으로서 당초부터 부관이 붙지 아니한 소집승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
2누194
77판결【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상수원의 수질오염등 공
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
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당해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
150) 선정원, “행정재량의 법적 통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행정소송(Ⅰ), 2008,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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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
이므로 채광계획의 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
95.12.22
.선고 9
5추32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행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
항 등에 정해진 기준에 의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청으로서는 법령
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군의
회에서 의결된 '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제3조는 위 법률이 정한 사설
묘지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위 법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영
향권 내 주민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새로운 허가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법령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
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

하지만 기속재량행위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여 판례도 이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기속행위 및 기속재량행
위, 재량행위의 일의적인 구별을 포기하고 이의 구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제계ㆍ형식과 문언, 당행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을 보우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151)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기속재량행위를 때로는 원
칙적으로 재량행위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기속행위로 접근한 것도 있다. 아울
러 판례의 경향은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법 제21
조 제2
항,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
항 제1호의 각 규정의 체재 및 문언을 살펴보면,이들 규정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토지면적의
151) 대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대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대판 1998. 9. 8. 선고 98두
875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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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시키는 한편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가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것으로 제한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판결에서는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그리고 재량행
위와 자유재량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152)도 있는 반면, 기속재량행
위를 기속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도 있다.153)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 “재량행위=자유재량행위”로 본 사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
의 체재·
형식과 그 문언,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당해 행위 자
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
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
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후자의 경우 행
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
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
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
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를 구별한 사례>
산림법(
1
994.12
.22.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9조 제1항,제2
항에 의한 형질변
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이다.
.
.
.
원심은
산림법(
1
994.12
.22.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9조 제1항,제2
항에 의한 형질변
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로 보았는바,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속재량행위에 대한 법
령 해석의 잘못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52) 대판 2001. 2. 9. 선고 98두17593
153) 대판 1998. 9.25. 선고 97누1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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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
익실현이나 합목적성을 추구 여부에 따라 자유재량행위로 보기도 하고 기속재
량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공익목적 등에 따라 자유재량행위로 본 사례>
2) 산림형질변경허가,
3) 체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군인전역허가,하천부지점용허가,

기간갱신허가4) 등과 같이 일정한 행위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처분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처분의 거부에는 정당
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대판 1980.9.9.선고 80
누291;대판 1991.
10.
11
.선고 90누8
688판결;
대판 1997.5
.9.선고 97누29
48;대판 1998.
9.
25
.선고 9
7누195
64등 참조)
.

<공익목적 등에 따라 기속재량행위로 본 사례>
약사법 제26조,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의약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 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규정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
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판 198
7.
2.
24.선고 86누3
76【의약품제조업
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이상의 대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건데, 대법원은 거시적 측면에서 기속행
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기속행위를 재외한 재량행위
의 새로운 유형들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량
행위를 자유재량행위와 동일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기속재량행위로 보
고 있다. 또한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입
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대체적 경향은 기속재량행위를 좁은
의미의 재량권을 갖고 포괄적인 사법심사가 가능한 행위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154)

154) 김태호, “행정법에서 학설과 판례”, 「공법연구」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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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관의 가능성
전통적 입장에서는 행정행위에 부관(Nebenbestimmung)을 붙일 수 있는 가능범
위에 관하여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았다. 판례 역시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설사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무효
라고 본다. 즉 무효인 부관이 붙어 있는 행위라면 이는 결국 부관이 없는 행정
행위만 유효하게 된다. 건축허가․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 등은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행위에 해당되며, 이 같은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
<사례 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155)>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
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
는 부관이어서 무효가 된다.

<사례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사건156)>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
9조제1
항에서는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은 등
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기속행위에 속한다.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2. 국내에서의 새로운 경향
(1) 기속행위 및 재량행위 구별실익의 감소
1) 재량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확보
오늘날에는 자유재량행위에 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기속
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심
155) 대판 1995.6.13. 94다56883
156) 대판 1993.7.27. 92누1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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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들어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경우에는 본안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
유재량행위를 각하대상이 아닌 기각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화되
었다.157)
그 결과 「행정소송법」제27조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실정법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행위일지라도 그 재량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량권의 남용”이란 행정청이 재량권을 부여한 입법목적에 위반
하거나 평등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을 비롯한 헌법
원칙 및 행정법일반원칙과 조리상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내적 한계
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면, 재량권을 부여한 입법
목적과는 다른 정치적․개인적 목적으로 재량행사를 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결하거나 가혹한 재량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인정에 명
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이 재량권의 남용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이란 행정청이 행정법규가 허용한 재량권 범위의 외
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면, 영업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할 대상자에게 정지기간을 재량심사하여 일정한 영업정지처분을 하
거나 영업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
우, 본인동의가 누락된 지방공무원 전출명령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157) 일부 견해에 따르면, 재량권의 남용 및 일탈과 더불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는
것도 위법행위로 보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량권행
사를 함에 있어 행정청이 행정절차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저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가능
성이 있다.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행정청은 재량권행사절차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공정성을 갖추어
야 하고, 재량판단의 방법상에 과오가 없고 재량판단의 과정에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입법론적으로 살펴 볼 때, 이 같은 재량권행사절차의 적정성이나 재량판단과정상의 최저기준을 명백
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재량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재량권행사를 절차법적 측
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석종현, 전게서, 258면; 김원주, “일본 행정재판상의
자유재량론의 추이”, 문연 김원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0, 552면 이하; 이상철, “기속행위와 재량행
위”, 「월간 법제」 2002년 4월호, 법제처, 2002, 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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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의 법리는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명시함으로
써 종래의 판례나 통설을 수용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행정처분을 인정한 것이다. 사법심
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재량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본안심사를 행함이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의 한
계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재량권의 일탈
ㆍ남용이 없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점에
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하
여야 실익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2) 기속재량행위 개념 원용의 축소경향
최근 판례의 경향은 기속재량행위의 개념을 사용한 판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기속재량이란 전통적으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법리를 깨뜨리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창안된 것이
다. 즉 재량행위 중에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있고 사법심사
가 미치는 ‘기속재량행위’도 있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하려 한 것
이다. 그러하여 기속재량행위는 법규의 요건ㆍ효과가 문구상으로 불명확하고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도 당해 규정을 해석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유여지를 가
질 뿐인 경우를 의미하며, 규정의 의미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무
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재량행위이긴 하나 기속행위에 가까워, 실질적으로 기속행위와 같이 사법심사
를 할 수 있는 행정작용을 기속재량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기속재량행위 개념의 모호성을 인지하고,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58) 학계의 경우에도 이론상 재량이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고, 재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이고, 재량이 전
혀 없는 부분은 그것대로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중
158) 김태호, 전게논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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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형태가 존재한다는 입론은 가능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159)

(2) 부관첩부의 상대화
근래에 와서는 부관의 가능범위에 대한 다수설은 개개의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부관의 허용가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경
향을 보인다. 다수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기속행위
를 제외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되, 신분설정행위에는 조건․부담을 붙일 수
없고, 귀하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이나 철회권유보를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
의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행위요건을 부관에 의하여 충족하게 하거
나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이 허용된다고 본다. 또한, 준법
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할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요건의 충족상태를 유지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160)
한편, 재량행위나 재량적 행위에는 법령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한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일반적으
로 당해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오직 해당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
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부관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161)
159) 김동희, 전게서, 259-260면; 김철용, 전게서, 204-205면. 최근에 와서도 기속재량행위의 유용성을 긍
정하려는 견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즉 기속재량행위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상 기속행위로 보면서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
적으로 재량으로 보는 것으로서, 예측가능성과 공익의 보장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개념으로서 일정한 ‘기속재량행위’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내량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
를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약간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김용섭,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재량”, 「판례연구」제15집 (하), 2001, 47면; 박균성, “납골당설치신고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및 적법성 판단”, 행정판례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참조),
16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1, 144면;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2, 296-297면.
161) 도시공원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
설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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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위한 기준이론의 변화
(1) 전통적 이론체계
1) 요건재량설
요건재량설은 재량을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련된 사실확인의 과정과 사실확
인결과가 행위요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을 기준으로 재량
행위인가 또는 기속행위인가를 구별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일반적인 행정행위
의 단계별 진행절차를 보면, ① 요건인지단계, ② 사실확인단계, ③ 요건규정확
인단계, ④ 요건적용확정단계의 4단계 진행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에서 재
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이 학설의 특징이다.
행정법령에 행위요건에 관하여 전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즉 공백규정
으로 하고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종국목적이나 공익목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지 주의규정․훈시규정으로 보거나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
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을 스스로 판단한 후에 그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 경우의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본다. 그리고 행정법령에 행
위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접목적을 규정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구체적 요건규정이 일의적으로 확정되므로 행정청은 이와 다르게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162)
그러나 현재 요건재량설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직접목적과 종국목적(공익
목적)의 구분이 불명확한 점, 법률문제인 행위요건인정 여부를 재량문제로 잘못
인식하는 점, 재량여부의 판단은 행위요건을 정하는 조항이 공백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법령전반의 입법목적․취지에 의하여 행위요건이 한정될 수 있는 점,
법률효과의 선택․결정과정도 재량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행위요건
해당여부의 판단을 재량권행사로 보는 경우 재량권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
하게 되는 점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며163), 현재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는 없다.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대판 1998. 10. 23. 선고 97누164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참조).
162) 이상철, 전게논문, 13면.
163) 요건재량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277면, 석종현/송동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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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재량설
효과재량설은 행정청의 재량이 어떤 처분행위(법률효과)를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의 행위가부의 선택문제 또는 복수의 선택가능한 행위 중에서 어떤 행
위를 선택하느냐의 행위대안 선택문제로 본다.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행정재량
은 법률요건의 해석과 적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선택에 있다는 견
해이다. 따라서 효과재량성의 입장에서 보면, 재량여부는 관계법령상의 일정한
행위(법률효과)를 하여야 할지 여부를 선택ㆍ결심하는 행위의사결정단계의 진
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효과재량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선택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속행위
로 보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즉 침해적 행위인가
수익적 행위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기속재량
행위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유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ㆍ판례이다.
하지만, 효과재량설 역시 수익적 행위에 대한 요건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
정되어 기속행위임에도 수익적 행위라는 이유로 재량행위로 보게 되는 점, 침
해적 행위라도 행정청의 고도의 정책재량․기술재량 판단이 요청되는 행위까
지 기속행위로 보게 되는 점, 다수법령에서는 행위의 요건규정과 효과규정 양
부분에 동시적으로 재량을 설정하는 점, 행위요건규정에서 행정청에 상당한
판단여지를 두는 불확정개념이 도입되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164)
3) 판단여지설
판단여지설이란 행위요건에 관하여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여러
행위대안 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유일한 하나의 행위대안을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법률적용 문제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165) 그리고 행정청의 법률적용
행정법(상), 삼영사, 2009, 214면,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341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315면 참조.
164) 홍정선, 전게서, 316면.
165) 판단여지설은 일반적으로 전후 독일의 바호프(Bachof)나 울레(Ule) 등에 의하여 주장된 불확정법개
념의 적용에 대한 제한된 사법심사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독일에서의 판단
여지설에 대한 탄생배경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138면 이하 참조.

108

결과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의 그와 같은 법적 판단결과가 일정한 경우 사법
적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견해는 요건규정의 적용단계를 사실 확인단계, 요건규정(불확정개념)의
판단단계, 요건사실의 요건규정에의 포섭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그 중
사실 확인단계 및 요건규정의 판단단계는 사법심사대상이지만, 포섭단계는 판
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행정청의 판단으로 대체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166)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법원에 의한 사법심
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판단여지는 행정재량과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판
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167) 이는 국내 학계에서 독일에서
의 판단여지설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을 위한 하나의 학설로 소개하
고, 이를 대법원이 수용한 결과이다. 본래 판단여지는 법률이 행정행위의 요건
에 불확정법개념(예컨대, 중대한 사유, 공공안녕과 질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성
등)을 사용하여,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
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법치행정이 보편화된 오늘날 행위요건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요건해당여부의
판단은 예측가능하여야 하므로 행위요건면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복수
행위간의 선택가능성을 의미하는 재량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며, 재량은 오직
법률상의 행위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행위효과에 있어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행위요건의 불확정법개념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그 불확정개념은
법적 개념이며, 행정기관이 어떤 구체적 사안의 행위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판
단하는 요건판단은 법의 해석ㆍ적용이고, 복수행위간의 선택가능성이 아니며,
행정기관의 해석ㆍ적용은 전면적인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량과 판단여지는 서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168)
166) 이상철, 전게논문, 17면.
167) 대판 1992.4.24. 91누6634; 대판 1996.9.20. 96누6882; 대판 2000.10.27. 99두264 참조.
168) 일부 학자들이 불확정개념의 사법심사에 관해 주장된 독일의 이론, 특히 바호프나 울레의 견해를
판단여지설이란 이름하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을 위한 학설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학설상의 혼동은, 예컨대 “불확정개념에 의하여 행위의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재량행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견해”라고 하거나, 또는 “판단여지설을 요건재량설과 부별하면서
도, 위의 학설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하는 서술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량과 불확정법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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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이론체계
1) 배 경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고자 했던 전통적 이론체계, 즉 요건재량성, 효
과재량설,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별설 등은 모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
으로 약 100여년 전에 탄생한 이론들이다.169) 이러한 전통적 견해들은 현재 이미
극복되어 공법사학(公法史學)차원에서의 의의 정도만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독일 교과서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해 법문상의
표현을 그 기준으로 삼거나170),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판시171)한 “의도된 재량
(Intendiertes Ermessen)”이론172)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로 구별되는 것임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독일의 확고한 판례와
통설이다(홍준형, 전게서, 129면). 동지의 입장으로는 강현호, 전게서, 279-280면 참조.
169) “요건재량설”은 1886년 오스트리아의 Bernatzik가 그의 저서(Rechtsprechung und materielle Rechtskraft)
에서 행정재량은 법률요건의 애매한 범주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는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법률요건상의 불확정법개념을 보충하도록 수권한 경우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작되었다. “효과재량설”은 1888년 Tezner가 그의 저서(Zur Lehre von dem freien Ermessen der
Verwaltungsbehörden als Grund der Unzuständigkeit der Verwaltungsgerichte)에서 Bernatzik의 요건재량설
을 비판하면서 법률요건에서 불확정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재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은 법
률효과영역에서 행정청에게 동가치적인 여러 행위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를 말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별은 1910년 독일의 Rudolf von
Laun이 그의 저서(Das freie Ermessen und seine Grenze)에서 주장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의문의 여지
없이 법률요건이 규정되고 있는 영역이 법적 기속의 영역인데 반해, 이와 구분하여 입법자가 법률요
건을 명히 규정하지 않고 행정청에게 판단과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경우에 이를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단지 구체적인 경우에만 법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즉 법률적 판단의
여지만을 행정청에게 부여한 경우를 기속재량 또는 법규재량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자유재량 또는 공
익재량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법규범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공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수권한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후자는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았다. 이들 학설 전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하중,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공법연구」제2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5, 145면 이하 참조.
170) 최근 독일 교과서들에 따르면, 대개의 경우 법문상 “kann(...할 수 있다)”, “darf(...해도 좋다)”, “ist
befugt(...할 자격이 있다)”, “ist berechtigt(...할 권한이 있다)” 등의 표현을 쓰거나 간혹 직접 “Ermessen
(재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이들을 소위 「kann 규정」이라 하여 재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문상 “muss(...을 해야 한다)”, “ist zu(...이 행하여져야 한다)”, “darf nicht(...을 해
서는 안 된다)”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소위 「muss 규정」이라 하여 기속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문에 “soll” 이라는 조동사를 쓴 경우라던가 “in der Regel(통상의 경우)” 는 원칙적
으로 기속행위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량행위로 본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최근 독일 교
과서들의 소개와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강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공법연구」제4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2, 297-299면 참조.
171) Vgl. BVerwGE 72, 1, 6; BVerwGE 91, 83, 90; BVerwGE 105, 55, 57
172) “의도된 재량”이란 법문의 표현에 따르면 제한 없는 재량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위 kann
규정), 일반적인 경우는 입법의도에 따른 의도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재량이 사라지고(소위 soll 규정
으로의 전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청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에 따른 효과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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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 등에서의 이론전게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최근에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요학설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에 의
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던 전통적 학설과 판례의 경향에서 벗어나
이른바, 종합설, 기본권설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요건재량 및
효과재량과 판단여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게되었던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설과
의 결별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와
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법문의 표현을 기준으로 ‘문언기준설’에 따르되, 법문의
표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
준이론으로 ‘종합설’과 ‘기본권기준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들 이론체계는
전통적 이론체계에서와 같이 독립된 이론체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또는 보
충적 관계를 갖는 이론체계라는 특징을 가진다.
2) 문언기준설
법령이 행정청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을 하여야 한다”,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이고, 법령이 “...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면 재량행위라고 본다. 한편, 법령이
“원칙적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율내용으로부터
의 이탈, 즉 기속행위성을 부인하고 재량행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
우에는 행정청이 규율내용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173)
3) 종합설
종합설은 재량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 법적 효과와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기
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법령의 규정방식, 그 취지ㆍ목적, 행정행위의 성
적인 경우는 재량행사가 없으므로 독일 행정절차법 제39조 제1항 제3문에 따른 이유제시(Begründung)
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의도된 재량”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M. Borowski, Intendiertes Ermessen, DVBI, 2000, S. 156ff; U. Volkmann, Das “intendierte”
Verwaltungsermessen, DÖV 1996, S. 282 ff 참조. 국내문헌으로는 홍강훈, 전게논문, 299면 이하 참조.
173) 홍정선, 전게서, 317-318면;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7,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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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
이다.174) 예컨대, 법문의 표현상 개인에게는 허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나, 행정청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
니한 경우 법령의 규정방식 만으로는 허가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없게 되
므로, 이 경우 법령의 취지ㆍ목적, 당해 허가의 성질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속
행위와 재량행위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기본권기준설
기본권기준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1차적으로 법문의 표현방식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해당 법문의 표현이 행정주체에게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미치는가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구별
이론이다. 예컨대,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의 적법요건으로서 일정한 허가
를 얻을 것을 요하는 표현만을 두고, 행정주체에 대한 행위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에는 입법자의 행정주체에 대한 관계의 측면에서 고찰이 어렵게 되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당해 행정행위의 발령이 당사자의 기본권 실현, 즉 원래 당
사자에게 허용되어 있던 가능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는 기본권회복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행위는 당사자의 기본권과의 관련 하에서 강한 구
속을 받게 되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반면, 당해 행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는 특정당사자에게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강학상 허가는 근거법률에 특별한 표현이 없는 한 기속
행위로 보아야 하고, 강학상 특허는 법률에 다른 표현이 없는 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175)
174)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301면; 홍준형, 전게서, 130면 이하; 김철용, 전게
서, 208면;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2, 178면.
175) 유지태, 전게서, 68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2,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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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허가유보부 금지의 경우 허가행위는 신청자의 기본권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기속행위로 보고 승인유보부 금지행위의 경우 승인은 기본권과의 직
접 관련이 없고 공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재량행위로 본다.176)
5) 다면기준설
다면기준설은 종합설과 기본권기준설을 동시에 활용하자는 견해이다. 즉, 기
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우선 법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지만, 법문의 표
현이 불명확한 경우 먼저 종합설을 활용하여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
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권 기준설을 활용하자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종합설에 따른다고 하여도 양자의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한계
상황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기본권과 행정행위의 내용과 성질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계상황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최
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상 명령과 행정행위의 ‘공익성’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의 구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법문의 표현상 기속행위와 재
량행위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종합설에 따라 판단하되, 그럼에도 양자
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종합설의 한 부분으로서 기본권기준설을 활용한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기본권 보장이 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
에는 사인의 기본권실현에 유리하게판단하고, 공익실현이 보다 강하게 요청되
는 경우에는 공익실현에 유익하도록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177)

4. 원칙허용 인허가행위의 법적 성질
(1) 원칙허용 인허가행위의 의도된 효과
1) 인허가제도의 재량성 축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인허가 요건판단에서 숨어있는 재량을 투명화하여,
인허가 요건이 투명한 경우 이를 법령에 양성화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내부지침이나 관행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176) 유지태, 전게서, 69면.
177) 홍정선, 전게서,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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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로써 법률요건의 투명화, 명확화, 최소화로 요건판단에 있어 집행공무
원의 결정권한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법문상의 기속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명시함
으로써 효과재량을 축소시킬 수 있는바,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를 허용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기속행위 및 재량행위의 명확성 제고
인허가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필요성은 이론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인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어도 공익적 고려하에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 없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재량고려사항이 중요
한 인허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ㆍ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법령에서는 가능한 한 인허가행위가 재
량행위 또는 기속행위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78) 왜
냐하면, 당해 행정청의 인허가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
는 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범자는 스스로 허가처분을 통한 기본권향
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종국적
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수범자가 확신할 수 없다면, 이는 법치
주의의 제1요건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178) 한국공법학회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분야,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분
야, 환경분야, 통신분야, 건축분야, 금융분야, 농림ㆍ축산ㆍ수산분야, 운송분야의 35개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인허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창업ㆍ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등 총 6개 분야 33개 법률에
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국공법학회, 인ㆍ
허가기준 투명화 방안 연구, 법제처, 2009, 3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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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축소ㆍ투명화ㆍ명확화를 의도하고 있는 원칙허용 인허
가제도는 해당 법문에 가능한 한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해당 인허
가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기속행위성
1) 이론적 기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재량의 투명화, 공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기본권보장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는 첫째, 기존의 인허가제도가 학설과 판례의 다툼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논쟁을 입법방식의 전환을 통해 보
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 둘째, 국민의 자유권보장 필요성과 규제의 필요성 간
의 고려하여 자유권보장의 필요성이 더 큰 분야에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적
용하여 스스로 기본권구속성을 가지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당사자의 기본권 실현, 즉 원래 당사
자에게 허용되어 있던 가능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는 기본권회복의 의미를 갖
기 때문에 행정주체의 행위는 당사자의 기본권과의 관련 하에서 강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속행위의 성격을 내포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허가(명령적 행정행위)와 특허(형성적 행정행위)가 기존의 경직된 구별론에
서 상대화론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와의 구별이
문언기준설, 기본권기준설에 의해 전환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역시 이러한 현대적 이론체계 하에서 설명될 수 있게 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분야는 기본권기준
설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즉,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우선 기본권보장의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공익목적으로 일률적으
로 국민과 기업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던 인허가제도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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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관련을 기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권보장의 필요성이
더 큰 분야에서는 인허가를 ‘허용’ 해주고, 부득이한 공익목적이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인허가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때, 허용과 금지는 원칙과 예
외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179)
다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기속행위성을 가지기 때문
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와 입안하는 경우에도 현대적 이론체계에 부합할 것이
요구된다. 즉,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법령에 적용하
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권기준설의 입장에서 강학상 허가는 헌법상 보장되
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법령에 특별한 표현이
없는 한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고, 강학상 특허는 법률에 다른 표현이 없는 한
재량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입안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재량의 여지를 제
거하고 기속행위임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문언기준설에 입각하여 설
명한다면, 해당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는 “...을 하여야 한다” 또는 “...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라는 문언을 채택하여 행정청의 판단여지와 재량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기속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부관부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있다. 전통적 학설과 판
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체계는 부관첩부의 상대화를 주장하는 최근
의 경향에도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론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기속행위를 제외
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행위요건을 부관에 의하여 충족하게 하거나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이 허용된다고 본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 기존의 인허가제도를 재편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 기존 법령과 해당 인허가 조항의 입법목적이다. 특히, 기존 인허가 조항
179) 지금까지 인허가제도의 재편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인허가 등의 강한 규제를 폐지 또는 신고ㆍ등
록제도로 전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존의 인허가제도는 존
치한 채, 자유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규제와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선진규제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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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건, 기한, 부담 등의 내용을 가지는 부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인허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관이 자유권확대와의 관련성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인 경우에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의 전환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론상으로도 타당하다. 그러나 공익목적 상 부득
이하게 부관의 존치가 필요하다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하에서는 인허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행위요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부관첩부의 가능성
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 부관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는 경우에는 부관이 행위요건을 충족하게 하거나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그래
야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 다는 것을 유지하고 아
울러 부관을 첩부하여야 하는 공익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전환사례 검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2011년 12월 30일 국회
통과(법률 제11358호)되고 2012년 2월 22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축산
물위생관리법」제22조를 살펴본다.
제22조(
영업의 허가)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
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
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같은 작업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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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
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생략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
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본다면, 기존의 허가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3항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호부터 제10호에 이르기까지 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대하여 체계적 해석을 해보면, 우선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
과의 관계에서 우선 제1항과 제2항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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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제3항은 예외적으로 허가가 금지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문언기준설에 따라 제3항을 해석해보면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
기에서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기속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
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은 수범자인 국민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어서 기본권관련성
을 가진다. 재산권,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가 본래 사유재산제 및 일반
적 행동자유권의 근간을 이루는 행복추구권 등의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
권이기 때문에 동 조항에서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새로운 기본권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유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강학상 허가
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권기준설에 따르면, 동 조항에서의 허가 또는 변경허
가는 헌법상 기본권의 강한 구속을 받게 되며 이를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부관의 첩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
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을 향유함에 있어 부관을 첩부하여야만 하는 공익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 도축업 등은 모두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민보건과 직
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국민의 보건권은 자유권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비록 자유권과 대등한 성격의 기본권은 아니지만 국가는 이를 보호
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도축업 등의 영업허가를 원
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의 피해가능
성이라는 공익목적과의 비교형량이 요구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보다는 국민과 기업의 자
유권보장을 우선함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원칙허용ㆍ예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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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허가제도의 의미이다. 다만, 국민보건이라는 공익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바로 동
제4항의 ‘부관’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조 제4항의 부관은 국민보건이라는 관점과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행위요건
이라는 관점이 고려되어 부관을 붙일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것
이 바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갖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조 제4항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다
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동 조항의 부관의 목적은 우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축산물의 품질
향상’에 있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종국적 목적은 ‘국민보건의 유지
와 향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은 부관을 통해 이행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부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법령상의
행위요건들을 충족하게 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어야 한다.

제 5 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쟁송법적 법리
1. 집행공무원의 판단범위
허가제도 하에서 허가기준에 관한 관련 법률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집행공무원(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게 되고, 특허제도 하에서
특허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와 능력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집행공
무원(행정청)은 “공익의 관점”에서 특허 여부에 관한 그 판단과 선택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8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180)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행정법규에 의하여 따라 행해져야 한다. 즉 행정행위는 법
의 구체화이며 법의 집행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행정법규를 정립함에 있어 미래의 모든 사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개의 사안마다 유연하고 적절
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법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적․행정적인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한 재량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량행위는 행정소송
의 관계에서 재량의 한계 내에서 행정청이 판단을 그르쳐도 위법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부당의 문제
만 발생하는데, 부당한 재량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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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재량행위181)가 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관계
법률의 규정방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안 입안단계에
서 허가기준의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규정에 대한 해석
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허가제도의 기본규정방식은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
는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제7조 제1항은 “전기사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182) 그리고 허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한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신청이
있으면 모두 허가하도록 하는 적극적 기준으로,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입법유형이 있다. 또한 소극
적인 규정으로 허가처분에 대한 판단기준인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격사유를 정하는 방식”이다. 즉 사회질서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어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입법유형이다.
181)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위의 요건, 절차, 효과의 결정, 행위의 시기 및 형식 등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정책적․행정적 판단여지를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이다.
재량의 폭과 내용은 수권 법률인 행정법규에 따라 정하여 진다. 가령 행정행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判斷의 段階를 보면, (ⅰ)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일정한 사실 그 자체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사실의 존
부), (ⅱ)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행정법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행정법규의 해석),
(ⅲ) 당해 사실이 그 행정법규가 정하고 있는 사실에 들어맞는가의 문제(포섭), (ⅳ) 어떠한 절차를 거
치는 가의 문제(절차의 선택), (ⅴ) 행정행위를 행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의 선택), (ⅵ) 어떠한 행정행
위를 행할 것인가의 여부(내용의 선택), (ⅶ) 행정행위를 언제 행할 것인가의 문제(시기의 선택), (ⅷ)
어떠한 형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형식의 선택)로 요약할 수 있다.
182)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1항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다”고 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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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를 분석해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2012년 8월 2일에 시행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의 다음 각 호에 관한 규정은 변
경 없이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공무원(행정청)은 판단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의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183)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1.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경우
가.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나.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다.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
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
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
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시·
군 또는 인접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사.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1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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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허가기준)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2012.
2.
1>

[
시행일 :

2012.
8.
2]
1.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경우
가.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나.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다.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
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
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
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
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사.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
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허가제도에 있어서 집행공무원(행정청)의 인․허가여
부 판단 기준을 전통적인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포지티브방식)”에서 “원칙허
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방식)의 “법규정 모델”로 전환하더라도 규제의 스펙
트럼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119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련 규정의 실체적 전환이 이루
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3

2. 입증책임의 문제
(1) 입증책임 일반론
입증책임(증명책임, 거증책임)이라 함은 소송의 최종단계에서 어느 주장사실
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
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
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사자의 당해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사실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의제되어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하는 부담을 말한다. 이를 객관적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하여 재판에 있어서 사실존부불명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
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단계에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이나 필요성을 주
관적 입증책임(입증의 필요, 증거제출책임)이라고 한다. 이 때 객관적 입증책
임을 결과책임이라 하고 주관적 입증책임을 행위책임이라 한다.184)
주관적 입증책임은 객관적 입증책임과는 달리 심리의 개시 단계에서부터 문
제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질 당사자가 심리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
며, 변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 아래에서는 그 적용이 없으나,
직권탐지주의 아래에서도 사실존부의 불명 사태는 발생하므로 결과책임인 객
관적 입증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서도 문제된다.185)
하지만, 입증책임은 그 적용법규와의 관계상 추상적ㆍ일의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소송의 구체적 과정에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부담구조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
야 할 것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기본 구조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고 한다.186)
184) 김성수, ｢일반행정법- 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2012, 896이하 참조; 홍정선, 전게서,
1010면 이하 참조; 김남진/김연태, 전게서, 819면 이하 참조; 박균성, 전게서, 1180면 이하 참조.
185) 김철용/최광율,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711면 이하 참조.
186) 대판 1994.11.25. 94누9047; 대판 1995.4.11. 94누8020; 대판 2000.3.23. 98두2768; 대판 2000.5.3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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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아래에서는 판결에 필요한 주요한 사실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
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 결과 당사자는 자
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
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주장책임(Behauptungslast)이라고 한
다. 즉 주요사실의 존부에 관한 입증이 문제되기 이전에 먼저 주요사실의 주
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장책임은 입증책임과의 별도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 행정소송과 주장 및 입증책임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과 「민사
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정한 변론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한 원칙을 준용
한다(제8조 제2항).187) 다만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은 그 성질상 공익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가능한 한 소송자료를 풍부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공정
한 심리가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자료의 수집에 당사자가 주도권을
인정하는 변론주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
(Offizialprinzip)188)를 입법화하고 있다(제26조).
행정소송에서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원칙적으로 주요사실에 대하여 입증책
임을 지는 자가 부담하므로, 주장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뒤에서 보는 입증
책임의 분배와 일치한다.189)
피고가 처분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통상의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가 그 처분의 적법요건이 충족되
었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적인 주장을 하
는 방법으로 처분의 적법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그 중 특정의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즉 특정의 위법
두20162 참조.
187) 김철용/최광율, 전게서, 711면 이하 참조.
188) 직권탐지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법원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권탐지주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익에 관련이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에 미치는
성질의 사항이다(이혁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 범위” ｢특별법연구｣제5권, 특별소송실무연구
회, 1997, 44면 이하 참조).
189) 김철용/최광률, 전게서, 7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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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주장할 때 피고는 다시 그 처분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
로 주장하는 형태로 쟁점이 정하여 진다.
이와 같이 피고가 처분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피고는 이에 관하여 먼저 포괄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일관할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로로서는 주장책임과는 별도로 문제된 적법요건에 대하여 이를 소송
상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은 원고
의 선택에 맡겨지고, 따라서 원고가 처분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
위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법원은 이를 심리의 대상으
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고의 구체적 위법사유의 주장은 심판대
상을 특정하여 쟁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처분의 적법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책임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를 주장할 필
요 내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190)

(3)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1) 개 설
행정소송과정에 있어 입증책임을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논의되는 행정소송에 있어 입증
책임 분배의 문제는 주로 학설상 견해와 판례의 경향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조
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 제2항). 하지만 행
정소송법은 이와는 별도로 직권증거조사의 규정(제26조)을 두어 증거조사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부터의 상대적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소송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변론주의
와 더불어 행정소송 특유의 직권탐지주의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국내에서는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가에 대한 학설의 다툼이 있었는데, 현재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으로 직권탐지주의를 통해 변론주의를 보충한다는 이른바, “변론주의보충설”이
190) 김철용/최광률, 전게서, 7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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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이다.191) 결국 행정소송법의 입법례와 이에 관한 다수설의 입장을 고려
해 본다면, 행정소송에서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논의 역시, 위 학설전개의 배경과 다르지 않다. 즉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전게상황은 크게 민사소송에의 의존성을
강조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행정소송에서도 적용 내지 준용
한다는 민사소송 법리의 적용설과 민사소송으로부터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이
를 부정하는 부적용설로 나뉘어져 있다. 그 밖의 다수의 학설은 이들 중간에
서 여러 가지 편차를 보이며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2) 입증책임을 둘러싼 학설의 전개192)
① 적법성추정설(원고책임설)
이 설은 처분은 공정력이 있어 적법성 추정을 받으므로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대하여는 공정력이란 행
정행위 속에 내재해 있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도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힘
과 같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적법성의 추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
므로 공정력과 취소소송의 입증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 견해는
과거 일본에서 주장된 학설이나 현재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나라에서도
이 설을 취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② 적법성담보설(피고책임설)
이 설은 처분은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을 받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는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사유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는
19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와의 체계적 해석을 토대로 전게되었던 국내의 학설은 종국
적으로 심리과정에서 제26조의 직권탐지주의를 어떻게 해석ㆍ운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
다. 이에 대한 일설은 “제26조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법만으로는 불
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인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변론주
의보충설)”, 또 다른 일설은 “제26조는 단순한 직권증거조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법원은 당사자
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탐지하여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의 직권
탐지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직권탐지주의설)”
192) 이하 논의되는 국내에서의 입증책임 분배론에 대한 내용은 김철용/최광률, 전게서, 753-757면; 구욱
서,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저스티스」제34권 제3호, 한국법학원, 2001, 196-199면에서 인용함.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론에 대한 논의는 항고소송 중 취소소
송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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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다. 이 설에 대하여는 법치행정원리가 행정실체법의 기본권이라고 해
서 그것이 곧 입증책임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③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
이 설은 「민사소송법」의 법률요건분류설을 취소소송에 도입하여 행정청의
‘권한행사규정’에 관하여는 권한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행정청의 ‘권한불행사규정’에 관하여는 처분권한의 불행사를 주
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환언하면, 첫째,
처분의 근거 법령이 “...한 때에는 ...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권한행사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신청거부처분과 같
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둘째, 처분의 근거법령이
“...한 때에는 ...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권한불행사규정)하는 경
우,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
임을 진다. 이 설에 대해서는 첫째, 대등당사자의 이해조정 규정 및 재판규범
적 성격이 강한 민사실체법과 공익ㆍ사익의 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위규범적
성격이 강한 행정실체법과는 동일하게 논할 수 없다는 점, 둘째,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 민사실체법과 같이 입증책임의 분배를 고려하여 법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권한행사규정과 권한불행사규정의 분류에 의거
하여 입증책임을 분배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영업규제법의 영역에서는 신고제, 허가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 법률요건을 정하는 방법으로도 인적 요건으로서 소극적요
건인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 일정한 능력ㆍ자격 등의 적극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 등 아주 다양할뿐더러, 그 법률규정의 문언 형식도 법률
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경우에 과연 이를 권한행사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량적 권한불행사규정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 것이 많고,
허가요건 중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개재할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
량적 판단의 근거되는 사실을 제시하게 하여 그 합리성이 소송에서 심리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요건분류설은 통상의 과제처분, 영업허가취소처분 내지
영역정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만, 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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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 및 3면적인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전용하는 것에는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은 근거법규의 규정방식, 즉, 본문과 단서 등과 같
은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증책임의 분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이는 입법자의 의사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의 분배와 관련된 통설로서 그 지위를 점하고 있다.194)
④ 처분성질분배설
이 설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ㆍ자유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항상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영
역ㆍ이익영역의 확장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
로 본다. 환언하면, 경찰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지며, 급부신청거부취소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다. 이 설에 대해서는 첫째, 시민적 법치국가체제 아래서의 취소소송을 전제로
할 때에는 타당하나 현대의 급부국가상황을 전제로 할 때 자유권적기본권만을
중심으로 한 견해는 충분치 않다는 점, 둘째, 생활보호신청거부처분을 비롯한
사회보장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다.
⑤ 개별구체분배설
이 설은 당사자의 공평, 사안의 성질, 사물에 대한 입증의 난이 등에 의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설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의 분배기준은 사전에 일의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는 것이지 개개의 구
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된다는 비판이 있다.

193) 官田三郞, 行政訴訟法, 1998, 212夏(김철용/최광률, 전게서, 759면 재인용).
194) 김철용, 전게서, 704면 이하 참조; 김성수, 전게서, 896이하 참조; 홍정선, 전게서, 1010면 이하 참
조; 김남진/김연태, 전게서, 8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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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법독자분배설
이 설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목적과 성질의 차이, 행위규범과 재판규범과
의 차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분리된 독자적인 행정소송만의 입증책임분배
체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설의 내용은 한결같지 않다. 일
부에서는 피고책임설을 이 설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처분
성질분배설을,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별구체분배설의 체계 내에 이 설을 흡수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 설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역시, 이들 관련 설에서 제
기되는 것과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
3) 판례의 일반적 경향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요건분배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195) 즉,
실체법규가 일정한 권리발생을 유정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이라고 할 처
분의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인 행정청에 있으며, 그 권리의 발생
을 방해하는 권리장애사유 내지 권리소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다고 한다.
<사례 1 : 【면직처분취소】사건196)>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정소송에서(
설사 본건 직위해제처분이 원고주장대로 사실조사
도 없이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다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다음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
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본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직위를
해제한 뒤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
195) 초기 대법원 판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고려하여 원고책임설을 취하였다(대판 1962.11.1. 62누157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입증책임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입증책임
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민사소송법
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
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하여 명확히 법률요건분배설에 입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대판 2007.1.12. 2006두12937).
196) 대판 1970.1.27. 68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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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 후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본건 원고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입증책임을 원고
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
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사례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197)>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
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
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일건기록을 살펴보면,이 사건 주주가지급금계정,받을 어음계정,대여금계정,미결산
금계정에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고려는 그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
7
2.
9
.
1
부터 19
8
0.
6
.
3
0까지의 기간중 지급된 사채이자를 변
태기장한 것이라고 주식회사 고려의 대표이사를 대리한 부사장 김택림이 피고에게 확인서
(
을 제11
호증)
를 제출하고 국세청 조사국 세무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전말을 진술한(
을 제6
호증의 1
)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을 제6호증의 1및 을 제1
1
호증을 제
출하고 다시 증인 정봉준의 증언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그와 반대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돌아간다.

<사례 3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198)>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
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고가 성형외과 운영에 의한 의료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
다면,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원고의 의료수입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197) 대판 1984.7.24. 84누124
198) 대판 1998.3.24. 97누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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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199)>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
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7.24.선고 84누1
24판결 등
참조)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화
물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의 운송위탁 또는 대행 의뢰가 ‘
수수료 기타 대가’
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원고의 이 사건 화물운송위탁이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채증
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4) 입증책임 분배 특수문제
① 소송요건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사
항이지만 그 종재 여부가 불명확할 때에는 요건결여의 부적법한 소송으로 취급
되어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의 적법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200)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재량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일탈ㆍ남용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므
로 그 위법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설과 판례
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서 있다고 본다. 통설은 법률요건
분배설의 입장에 서서 재량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예외에 속하고 헌법 및 조
리 상의 재량통제법리를 권리장애규정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고 본다.201) 판례도 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이를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199) 대판 2007.1.12. 2006두12937
200) 김철용, 전게서, 719면.
201) 김동희, 전게서, 7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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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사건202)>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부과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임의적인 것이라면 그 감면
여부와 감면 범위의 선택은 모두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한편 자
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
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을 거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않고 기록상 달리 피
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음을 원고가 주장·
입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처분의 절차 및 송달
처분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에 있다고 보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례 1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사건-처분절차203)>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
라 부과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통지서인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
하여도 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
부된 납세고지서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
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
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등에 필요적 기
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사례 2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공시송달204)>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
94.10.14.선고 94누4134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
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1
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
202) 대판 1987.12.8. 87누861
203) 대판 1986.10.28. 85누555
204) 대판 1996.6.28. 96누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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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경험칙상 예외적 또는 이례적으로 사유로 권리발생을 방해하는 사유
경험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그 사유가 권리의 발생을 방해하는 경
우, 이를 예외규정에 준하여 예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
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사례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205)>
국세기본법(
199
3.12.31.법률 제4
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
조 제2
호 및 같은법시행
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
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
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
황명세표,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④ 신청각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허가ㆍ면허 등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
송에 있어서 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은 원고가 진다는 견해가 있으나206), 대법원은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
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
다고 하고 있다.207)
205) 대판 1995.12.22. 95누13203. 이와 동지의 판결로써 대판 1994.8.12. 94누6222; 대판 1995.3.24. 94누
13077 참조.
206) 유명건, 실무 행정소송법, 박영사, 1998, 217면.
207) 대판 1986.4.8. 86누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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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에 의한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사례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208)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 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
이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신고의 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
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
액과 다르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진다.

⑥ 사정판결에 있어서 입증책임
행정소송 특유의 제도인 사정판결에 관해서도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사정
판결의 경우, 사정판결을 구하는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그 취지가 소송자료
에 나타나 있고 사정판결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209)고 하거나 “당사자(피고)가 원심에서 사정판결
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기록상으로도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으면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리는 데서 나아가 석명을 하
거나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를 하여야 할 것”210) 이지
만, “만일 당사자(피고)가 원심에서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나타나 있
지 않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의무는 없다”.211)

208)
209)
210)
211)

대판
대판
대판
대판

1985.3.12.
1995.7.28.
1962.9.28.
1991.11.8.

84누362
95누4628
93누9132
91누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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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가.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
하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처분등의 무효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가 입증책임을 진자고 본다. 다른 하나는, 무효 사유의 주장은 권한행사규정에
있어서 특정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당해 사실의
부존재가 무효사유, 즉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루는지 여부는 법해석 또는 경험
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 뿐이고, 입증책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달리 고
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21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
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례 : 【참가압류무효확인】21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
건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 사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참가압류처
분 역시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입증한 바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다.논지는 이유 없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
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 일
정한 처분을 할 것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212) 유명건, 전게서, 217-218면.
213) 대판 1992.3.10. 91누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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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하지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부 및 상당한 기
간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르는 법률판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
증책임을 진다.21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당사자 행정청에 대하여 어
떠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지 않고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각하 판결을
하고 있다.215) 즉, 대법원은 신청사실 내지 신청권리의 구비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요건, 즉 처분의 적법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와 입증책임문제
1)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의 구조와 입증책임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는 행정작용이 법에 적합하게
행사되었는지 또는 부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설과 판례에 따를 경우, 이러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적법
성담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청(집행공무원)에게 지우는 것이 타
당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주로 영업 등을 개시할 때 문제되는 소극적 행정처
분과 관련되는 것인데, “...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
던 기존의 인허가 조항이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
여야 한다”로 변경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통설과 판례에서 지지하고 있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비추어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입증책임 분배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설은 첫째, 처분의 근
214) 유명건, 전게서, 218면.
215) 대판 1992.6.9. 91누11278; 대판 1995.9.15. 95누7345; 대판 1998.1.23. 96누12641; 대판 2002.6.28.
2000두475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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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령이 “...한 때에는 ...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권한행사규정)하고 있는 경
우, 적극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신청거부처분과 같은 소극
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둘째, 처분의 근거법령이 “...한
때에는 ...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권한불행사규정)하는 경우, 적
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입장 역시 여러 비판적 견해가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근거법규의 규정방식, 즉,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증
책임의 분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본적으로 해당 조항을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되, 예
외적으로 허가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
다. 결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권한행사규정과 권한불행사규정을 동시에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해당 법령은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허가요건을 동시에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개선사례 중「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
집유업 또는

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

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

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

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하여야 한다.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

1.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2.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
도축업 및 집유

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업만 해당한다)
3.검사위탁계약서 사본(
법 제12조제4항에 따

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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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사본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1.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5.건강진단서 사본(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2.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만 해당한다)

가.같은 작업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종

② 생략

류를 변경하는 경우

1.
~2.생략

나.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
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

③ ~⑥ 생략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①~③ 생략

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
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
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
를 받으려는 경우.다만,제2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
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
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취소된 허
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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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
니한 자인 경우
6.「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
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
제2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
다)
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
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
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
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⑤ 생략

위 법령은 원칙허용 전환대상이 되어 2011년 12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2012년 2월 22일부터 공포․시행되는 대표적인 원칙허용 인허가전환
법령이다. 이 법령은 우선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존의 인허가제도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라고 규정
하고 있고 또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권한행사규정에 해당한다.216)
216) 동조 제2항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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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가 금지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권한불행사규정에 해당하게 된다.217)
위 규정을 분석해 보건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존 인허가제도의 기본틀
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권한불행사 규정을 통하여 행정청에게 재량을 축소하
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그 입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범주를 벋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었다. 즉,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인허가로 인한 영업권 등을 발생시키는 규정인지, 아
니면 그 반대의 규정인지 등 규정의 성격에 따라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형태임
을 말해준다. 이는 인허가 요건이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입
증책임 분배의 기본원칙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2)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를 분석해보면, 우선 제1
항과 제2항은 권한행사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적극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는 피고인 행정청이, 허가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
증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제3항의 경우에는 권한불행사규정에 해당하므로 적
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해서만큼은 기존의 소송
법적 이론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해 규정에서 권
한행사규정과 권한불행사규정을 동시에 입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권한행사규정으로 볼 수 있다.
217)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가 있다
(2012. 2. 27. 국회 통과, 2012. 3. 21. 공포‧시행) 동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한행사규정의 입법을 채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한불행사규
정의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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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입증책임의 분배가 좀더 세부적으로 구
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문형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진정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해당하는바, 적어도 부진정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증책임
분배구조가 적용될 것이다.
특히, 권한불행사규정의 경우, 대법원의 입장처럼 허가ㆍ면허 등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허가ㆍ면허 등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즉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
가기준 미달(허가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
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의 견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를 주
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 아울러 소송요건, 즉 처분의 적법요건을 이루는 사실
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제한 사항
(1)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규정 방식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규정․실체규정․부칙규정에서 사용
되고 있으나 사용목적은 각각 다르다. 즉 총칙규정에서는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부칙규정에서는 법
률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실
체규정에서는 해당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으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사용하
기도 한다.218)
일반적으로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의 적용․적용배제, 준용, 우선적용 및 해당 법률의 우선적용에 관한 사항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218) 국회법제실, ｢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 국회법제실, 2008, 4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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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기본법과 관련 개별법률 등 법률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법률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규정방식을 정하여
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규정 방식은 “이 법에 따라 ○
○에 관한 ○○법(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을 보면, ｢낚시어선법｣제3조에 “이 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소싸움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7
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라고 많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법규정에서 해당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경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보다
는 해당 규정의 실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또는 “인허가 등의 의제”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구체적 사례검토 : ｢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
실제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건축허가도 이러한 목적하에서 위험방지
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성립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건축물에 대한 규율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다른 법
률들이 건축행위에 대한 통제의 기본으로 건축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
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상의 허가절차 속에 개별법들이 통제해야
하는 처분들이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219)
현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들이 같이 발급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219) 김종보, ｢
건축법의 이해｣
, 박영사, 2008, 24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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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제5항). 즉 ｢건축법｣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
가를 발급받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 산림법상
의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 등이 폭넓게 의제된다.
그러나 의제조항에 의하여 절차가 통합된다고 하여도,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조차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건축법상의 의제조문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개별법상 추구하는 목적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가 건축허가 속
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가요건을 동시에 심사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
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56), 이
개발행위 속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론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도 건축허가로서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제11조 위반이 되며, 동시에｢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6조의 위반이 된다. 이 두 법조문이 보호하는 법익은 다른 것이므로 죄수220)
가 복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1.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220)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관계(형법 제40조)로 보지만 부자위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체적인 경합관계(형법 제37조)로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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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
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공
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
련 법률의 인·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2010.
5.
31,2011.
5.
30>
1.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

조신고

리시설의 설치신고

2.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

14.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

5.
｢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

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

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같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다만,보전

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6.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
私道)
개설허가

17.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7.
｢농지법｣ 제34조,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

1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0.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配水設

2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

備)
의 설치신고

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제108조(
벌칙)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제19조,제47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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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다만,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토석의 채취
4.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9.
8,2006.
3.
23,2008.
9.
25,
2012.
4.
10>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
외한다)
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
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
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
아놓는 행위
제140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주택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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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등)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
이하 "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에 관
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2009.
6.
9,2010.
1.
27,2010.
4.
15,2010.
5.
31,2011.
4.
14>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같은 법 제10
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
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삭제 <2010.
4.
15>
4.｢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
위계획만 해당한다)
의 결정,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118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農地轉用)
의 허가 또는 협의
8.｢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
私道)
의 개설허가
11.｢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砂防
地)지정의 해제
12.｢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4항에 따
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및 ｢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
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
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7

14.｢수도법｣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
치의 인가
15.｢연안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 6 절 규제유형의 전환과 원칙허용 규제체계
1. 규제의 개념
규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제는 개인 및 법인 등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입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
다. 먼저 광의의 의미에서의 국가의 개입은 정부의 모든 정책활동을 포함하여
정부가 승인한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기제인 자율규제의 부분까지 확
장될 수 있다.

2. 규제의 유형과 방식
(1) 규제성격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규제의 분류는 성격별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
제로 나누고 경제적 규제의 범주에는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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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로는 국민의 건강, 생명, 삶의 질, 경제 및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관련된 규제가 있다. 한편 행정적 규제는 행
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적 규제로서 신고, 보고, 행정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분류 역시 시장에서의 규제수단의 설정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및 건강, 안전과 연결되고 있으며, 행정청에 대한 신고, 보고, 조
사활동 등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경제적 및 사회적 규제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221)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222)
규제수단에는 허가, 인가, 특허, 승인, 지정 등의 사전승인규제와 시험, 검사,
인정 등의 투입기준규제, 결정, 명령, 단속 등의 산출기준규제, 신고, 보고, 등
록, 통지 등의 정보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유형별 분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규제의 유형별 조사를 위한 편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투입기준규제에서의 명령이 금지하명으로 사전적으로 부
과될 수 있거나, 정보규제로서의 신고가 수리절차를 요하는 경우 또는 재량판
단의 영역이 개입될 경우에는 사전승인규제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이러한 유
형별 분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강학상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크게 허가, 인가, 예외적 승인, 자기완결
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등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허가, 인가, 신고, 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2) 규제의 방식
규제는 그 방식상의 차이에 따라, 즉 피수명자의 활동 및 행위를 제한함에
있어 특정 행위만을 허용하는지 또는 금지하는지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규
제와 포지티브(Positive)규제로 나뉜다.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모
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 포지티브 방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되, 예외
221) 건축규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건축안전에 대한 사항은 사회적 규
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사회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의 임금결정
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면에서 경제적 규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최유성 외, 전게서, 2007,
32-33면
222)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검토”,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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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이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권적 권리를 보다 확장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가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3. 규제완화 이론적 기초
(1) 논의 배경
개별 법제들이 원용하고 있는 규제모형들은 공동체와 시장은 재산권과 책임
의 원리에 기초한 사후적 규제체계에 의하여 작동되는데, 대부분의 규제법령
들은 재산권과 책임을 다루면서도 사전적 행정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
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였음에도 여전히 개혁이 주창되고 있음은 규제개
혁의 궁극적 목표인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고찰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
이다.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기본 소임이 “국가발전”에 있다고 본다면 정부는
국가발전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회 모든 부문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민간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 시장은 관리되어
야 할 객체로 인식되어 왔다.
경제발전에 있어 시장기능의 우월함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
을 존중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다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은 이
러한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다. 즉 시장의 경쟁과 차별화 기능을 유
지하고 보다 잘하는 경제주체가 그만큼 더 보상을 받는 사회적ㆍ경제적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정부가 필연적
으로 개입해야하는 영역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경쟁과 차별
화’라는 시장주의의 본질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국
민이 스스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경쟁의 규칙과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이처럼 규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공동체의 의식과 행태, 즉
규제문화는 규제와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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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기존의 행정규제를 더욱 친시장적 수단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포
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 규범을 실정법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도 규
제의 방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는 윤리적으로 법에 의존하는 양인을
지닌다. 법은 선행하는 문화적 속성과 조화할 때 효과적이지만 이 속성들은
국가활동 여하에 따라 법과 정책들에 순응할 수 있다.223)
따라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규제는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활동을
통해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나,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활동이 아닌 정부가 특정영역을 설정해두고 해당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지정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이를 허용하거나 동의
또는 수인함으로써 위법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규제완화의 영역과 방식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경제적 규제로서, 사회적 규제의
경우 국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서 규제완화의 주요한 분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경제적 규제는 크게 진
입규제(entry regulation), 가격규제(price regulation), 품질규제(quality regul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다.224)
하지만, 규제완화의 경우에 있어서 규제의 성격적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거나 사회적 규제에 있
어서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단편적인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의 재정 및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컨대, 외국계금융기관의 영업소 설치의 자
유, 해외기채행위의 자유화 등은 금지요건의 강화 및 금지의 당위성 또한 비
교적 높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 생명에 관한 사항의 경우 매우 엄격한
규제가 가해져야 할 부분이므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일반적 적용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223) 전재경, 규제패러다임의 재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5-01, 2009, 189면 이하.
224) 최유성 외, 전게서, 2007,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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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에는 각 건별로 사안을 검토하여 규제완화의 가능성 여부를 파
악해야 하나, 단, 진입규제의 경우에는 시장진입 이후 법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정지 및 과태료의 부과 나아가서 퇴출의 사후적 규제가 가해질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진입규제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경제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완화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가격규제는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적 매카니즘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자제되고 있으며, 품질규제는 시장의 평가
에 의해 퇴출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환경 등
에 대한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별도의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낮다.
한편,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 생명에 관한 사항의 경우 매우
엄격한 규제가 가해져야 할 부분이므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일반적 적용 역
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각 건별로 사안을 검토하여
규제완화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 단, 진입규제의 경우에는, 시장진입
이후 법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법정의무사항을 준
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정지 및 과태료의 부과 나아가서 퇴출
등 사후적 규제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규
제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규제완화의 법리
(1) 규제완화의 법적 쟁점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금
지되어 있는 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주는 것이 주안이 되며,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지속적으로 금지적 상태를 유지225)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예외적
승인은 규제완화의 중심적 논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25)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5판, 2010, 홍문사,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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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법적성질 중 기속행위성과 재량행위성의 판단은 규제완화와 관련하
여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허가의 법적성질이 기속행위일 경우에
는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수평적 완화가 용이하다는 점226)과 둘째, 허가가
기속재량행위로서 일정한 재량영역을 갖는다고 볼 경우227)에는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 경우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의 여부이다. 즉 재량영역을 수반하는 수리행위 자체가 실질
적으로 허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서 허가를 가급적 실질적 요건의 심
사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법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완결적 형
태의 신고․등록방식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재량통제 영역 역시 일정기준화하
여 형식적 요건에 포섭시키는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대전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리고 고도의 공익성 심
사가 필요한 경우, 허가제를 존치하며, 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구분해
내어 동 부분에서만 신고 및 등록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가의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을 형성적 행위이자 사권(私權)형성적 행정행위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형성적 행위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법·
권리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넓게는 명령과 금지의 경우
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권형성적 행위라고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반론
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인
가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둘째,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셋째,
226) 김유환, 전게논문, 1996, 143면
227)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판 1987.2.24, 85누376; 대판 1994.6.14, 93누
19559; 대판 1994.9.13, 94누3544; 1955.12.22 선고, 95추32; 대판 1996.12.23, 96누4510, 물론 학설적인
측면에서는 허가에 있어서 기속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허가이면서도 오늘날 형식적인 요건 판단
만이 아닌 재량판단영역이 갖는 것들이 있어, 예컨대 건축법 제17조의 경우, 허가의 기속성이 상대화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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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중
략)....일곱째,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여덟째,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이 경우 금융위의 인가조건은 단순한 사권설정을 위한 것이 아닌
공행정목적상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가는 공행정목적과
사권형성목적의 양자적 요소를 모두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행정
목적을 위하여 인가의 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특히 경제규제의 경우,
시장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공익에 대한 위험이
나 장애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익적
요건을 충족시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228) 물론
공익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익과의 비교교량하는 과정
이 필요함은 당연하며,229) 재량행사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인가의 경우 역시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립학교 인
가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목적도 존재하지만, 이미 사법
상의 교습행위에 공법적 확인절차를 둠으로써 교육행정상의 일정 목적을 달성
하려는 내재된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권설정이냐, 공행정목적
이냐의 양자간 어떠한 것도 실질적인 우월성을 주장할만한 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는 이와 같은 인가제도를 규제의 한 형태로 하여 궁극적으
로 사권의 보충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인가제도의 개편에 관하여 역시 공공의
이익을 규제완화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공
공의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가, 예컨대 사회유해적 성격이 없는 공공단체의 설립에 대한 인가에 대해서
는 이를 완화하여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30)
228) 김광수 외,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연구, 법제처, 2006. 32면
229)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4390
230) 인가와 관련한 주요한 대법원 판례는 1987.8.18 선고 86누152, 1994.10.14 선고 93누22753,
2001.12.11 선고 2001두7541, 1996.5.16 선고 95누4810, 2005.9.23 선고 2004다50044, 1993.4.23 선고 92
누15482, 2005.4.29 선고 2004다7002 등이 있는 바, 이들 판례에서도 공공성의 표지가 비교적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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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완화의 수단으로서의 신고 및 등록
1) 허가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개념적 정의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것
인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로부터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전형으로서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고라 함은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로 공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231)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라 함은 신고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신고의무
를 이행한 것으로 되는 신고를 말하며, 행정청이 신고를 거부한다하더라도 위
법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신고서의 기재사항, 필요한 구비서류라는
형식적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예로서는 건축법 제14조2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정보제공적 신
고행위가 그 주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없이 한 행위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반면, 금지해제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없이 한 행위가 법상 금지된 행
나타나는 것과 비교적 약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31) 천병태/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 101면;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5, 121면, 김명길, 신
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470면; 김세규,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 동아법학, 제
33호, 2003, 54면
23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담장설치】“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당원 1990.6.12. 선고 90누 2468 판결 참조), 더우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
설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반려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건
축법 제14조에서의 건축신고와 같은 금지해제적 신고(규제적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
여 수리거부를 사실행위가 아닌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취소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7판, 2008, 법문사, 102면;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
(상), 2009, 삼영사, 6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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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서 위법한 행위가 되며 행정벌의 대상이자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
에서 차이233)가 있다. 다만, 정보제공적 신고도 필요한 정보의 미제공, 잘못된
정보의 제공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많은 신고가 단순한 정보제공적 신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혼합된 형태로 기능하
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모두를 허가의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봐야
하고, 아울러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법 제14조의 경우처럼 규제적
신고의 형태가 존재하므로 금지와 정보제공의 이분법적 구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② 규제완화를 위한 방식으로서의 자기완결적 신고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가 ? 이에 대해서
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시킨다 하여도 만약 이러한 신
고가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아닌 수리절차로서 실질적 검토를 요소로 하
는 경우, 허가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며234), 여전히 규제 수명자들은 규제강도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의 입장은 신고의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 검토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
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35)
인․허가의 경우 신고 및 등록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통하여 규제완화가 가
능하나, 지금까지 우리의 규제완화의 예에서 보듯이 인․허가를 수리를 요하
는 신고행위로 전환하였던 바, 수리의 과정에서 여전히 실질적 요건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신고로 전환했다는 외연적 의미 외에는 피규제자가
가지는 규제부담은 여전히 남게 되었던 것이다.
233) 박균성, 전게서, 2008, 102면
234)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167면;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 128면; 박균성, 행정법상 신고, 고시연구 26권 11호, 1999, 29면, 김세규, 전게논문, 2003, 56, 57면
23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565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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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완전한 본래적 의미의 신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신고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해
야 한다.236)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완결적 신
고에 있어서도 형식적 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바,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
비는 요건 충족시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요건은 필요시에만 예외적으로 수리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의 심사가 존재하는 한 결국 기속적 효과
를 갖는 허가와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에 있어
서는 심사와 처분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은 피규제자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적효과가 발
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237)
인․허가 규제의 완화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완결적 신고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기완결적 신고로의 전환에 있어
서 진입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공장배치법 제9조, 제53조와 같은
사후적 조정명령 등의 사후통제적 보완장치를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238)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자기완결적 신고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함은 신고가 수리(受理)239)되어야만 그 효과가 발생
되는 것을 말하며,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이외에도 그 입법과정상의
논란으로 인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수리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 수리행위가 형식적 요건의 심사를 포함한다면,
요건을 구비한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자체는 위법의 문제를 구성하게 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소송기간 중 발생하는 시간
236) 김세규, 전게논문, 2003, 55면
237)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고 외에 인․허가 자체에 있어서도 일정기간동안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인․허가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강제규정을 두자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인․허가 기준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2009. 73-74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는 시장진입규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를 들 수 있다., 선정원, 기한방식에 의한 인․허가
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 행정법연구, 2001 하반기, 241면
238) 同旨, 김유한, 전게논문, 1996, 155면
239) 수리의 개념적 정의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
철용, 행정법 I, 제13판, 2010,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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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적손실로 인해 피규제자의 권익은 결과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리행위를 적법성 및 합목적성 등의 판단과 관련하여
실체적 통제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심사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청이 행정청에 도달한 경우 신고가 행해진 것으로 보
고 별도의 수리행위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240) 신고내용의 본질상 실
체적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에만 수리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41) 판례는 수리행위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242) 그러나 형식적 요건의 심사는 일종의 확인작용으로 신청인이 형
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가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 별도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수리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야 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 자체를 결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보정명령을 내려 보
정한 때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재량판단을 기초
로 하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
만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선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의 심사필요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
대법원은 95누11665 공장설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정의 형식
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
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
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
240)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6판, 2009, 259면; 최봉석,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9면. 이에 대
하여 “실질적 요건이 신고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로 규정할 수도 있는바...양자의 구별은 신고요건의 성질이 아니라 입법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8판, 2010, 188면
241)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130면
242) 대법원 2005.12. 22. 선고 2005두10552,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5655,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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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이며, 공장배치법 제52조는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
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단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반드
시 수리를 해야 하며,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명령을 내리고
동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후통제규정243)을 전제로 하여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44)
학설적 견해로서도 행정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별도의 사후통제규정 예컨대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있는 바와 같이 입지변경권고와
명령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45)
일단 진입의 단계에서 가능한한 많은 인․허가 규제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시키고 사후통제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진입규제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
러나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심사대상인 실체적 요건의
부합여부를 신고단계에서 앞당겨서 판단하는 것과 이후 판단하는 것과의 실익
문제이다. 최초에 실체적 요건의 심사까지 가능한 경우 해당 영업행위의 영위
여부를 조기에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자와 그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해당 규제대상의 양적 또는 질적측면에서의 변경용이성의
문제가 판단기준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건축법은 자기완결적 신고
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가 단순하거나 소규모로서 신고단계에서 수리하지 않고
사후 점검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이를 철거 내지 구조변경이 용이한 경우
243) 사후규제는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것
으로 피규제자가 시장진입 이후 해당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에 미달 할 경우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실체적 통제와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전적 규제를 투입기준(input
standard)규제이라고 하며, 사후적 규제를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주
선/최병선/한선옥,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규제연구회, 2002, 42-48면
244) 피규제자의 사전적 행위통제보다는 진입은 허용하되, 사후적 규제수단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
는 것이 시장기능에 덜 간섭적이다. 김유한, 전게논문, 1996, 155면, 한편, 자기완결적 신고 또는 등록
제도의 전환과정에서 각 단행법령상 사후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의 개선과정에서
통제규정을 마련해야겠지만, 그 개정과정상의 시차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한
시적으로 실체적 요건에 대한 사전적 평가의 길을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245) 최계영, 전게논문, 2009,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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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 통제의 과정에서 원상으로 회복되거나, 변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리대상
의 무한정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실체적 심사요건을 구체적으
로 기준화하여 형식적 요건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 요건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등록으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
등록으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등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실무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포함한
신고가 때때로 등록이라는 명칭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등록의 의미는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관계를 특정한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완결적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등록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권한 있는 행정청의 기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쌍방적 행
위에 해당한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일선에서 형식적, 실체적 심사 모두를 의미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본래적 의미의 등록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
정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246) 즉 등록에 필요한 제반 요건들이 결

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247)
판례의 입장은 외형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 바, 대법원은 등록에 있어서도
법령상의 제한이외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246) 홍정선, 행정법 특강, 제9판, 2010, 박영사, 234면; 참고판례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
5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등위헌소원】“등록사항이 정기간행물의 외형에 관
한 객관적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제를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9헌바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등록 의무
를 부과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적
절하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정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김세규, 전게논문, 2003, 64
면 참조
247) 김세규, 전게논문, 2003,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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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재량행사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등록은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적 심사와
실체적 심사를 이원화하여 등록과 타 규제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한 원칙
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248) 다만 양 판례가 등록의 공통된 부분으로
형식적 심사를 지적하고 있고, 대법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체적 심사를 인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볼 때 등록 역시 규제완화의 대안
으로 활용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허가제도를 자기완결적 신고와 함께 등록제도로 전환하
고 신고에서와 같이 공익목적 달성은 사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완화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 물론 사안에 따라 예방적으로 등록에 있어서도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등록제도 역시 규제완화
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허가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질적통제수준 즉 공
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확충하고, 이외의 재량영역이 필요한 부
분에서는 예외적이자 제한적으로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두거나, 사후규
제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인․허가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본래적
의미의 등록으로 전환가능하다 할 것이다.

(3) 규제완화의 기준
규제는 강도에 따라서 무규제 → 최소기준의 설정 → 등록 → 허가 → 인가,
특허 → 공공자연독점상태의 특허의 순으로 이를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강
한 규제를 약한 규제로 단계별로 전환하는 과정이 규제의 완화이다.249) 강한
규제를 약한 규제를 전환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대상
으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가의 여
부 그리고 정도로서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48)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
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
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한상우, 인·허가의 판단기준에 관한 입
법적 고찰, 법제, 2002. 18면
249) 佐藤英善, 經濟行政法の構想,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2회 세미나 자료,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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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제의 완화의 범위에서 제외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
은 통상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사회적 규제 중 환경에 관한 사항 역시도
강한규제를 회피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강한 규제를 회피하는 경이외의 범위
특히 경제적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어느 정도까
지의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는 첫째, 사회적 영향성, 둘째, 재규제의 저항
정도, 셋째, 사후규제의 가능성이다.
사회적 영향성이 크면서 재규제시 저항이 큰 경우 그리고 여기에 사후규제
의 가능성이 없다면 규제는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성이 있
는 경우라도 재규제가 가능하거나 사후규제의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규제영역의 확보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맥
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5. 원칙허용 규제입법에 의한 규제완화
(1) 원칙허용 규제의 의의와 한계
일반적으로 규제의 방식은 규제로 인하여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허용 또
는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게 되며, 특정한 활동 및 행위를 허용하
는 경우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원칙금지-예외허용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위 또
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규제의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원칙
허용-예외금지방식이라고 한다.
원칙허용 규제방식은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법언을 기반
으로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에서 받아들여
지는 일반적인 준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
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50)

250)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06
호, 2008,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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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규제에 있어서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중
시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영업행위 또는 업무영역의 제한에 원칙허용 규
제방식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원칙허용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첫째, 무리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도 네거티브 규제형태가 도입되는 경우, 둘째, 원
법령에는 네거티브 규제이나 시행령에서는 다시 포지티브 규제로 회귀하는 경
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원칙허용 규제방식의 장단점
원칙금지 규제방식에 비해 원칙허용 규제방식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시대상
황에 비추어 현실대응력을 제고하고, 금지요건을 믿고 이외의 행위를 영위하
고자 하는 피수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안정된 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기
대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칙허용 규제방식은 일부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원칙허용 규제방식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환경 및 안전 등 일반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보호하려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형량하여 규제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3) 규제완화 원칙허용 입법방식으로 전환
1) 규제완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규제완화의 방식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범자의 규제부
담을 양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인허가 및 신고ㆍ등록제도의 폐지와 인허가 규
제를 신고ㆍ등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있다. 다음으로 수범자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완화를 의도하는 인허가 및 신고ㆍ등록절차의 축소와 폐지 등이 있다.
규제완화조치는 필연적으로 해당 입법내용의 개정을 요구한다. 기존의 규제
완화에 따른 입법개정 방식은 조문폐지, 인허가 등의 신고ㆍ등록으로의 명칭
변경 및 당해 요건의 양적ㆍ질적 축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163

실질적 규제완화는 기존 규제의 폐지와 인허가 등의 강한 규제를 신고ㆍ등
록 등의 약한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당해 요건의 폐
지 또는 양적ㆍ질적 축소를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허가규제와
차이가 없는 신고규제, 신고규제 입법영역에서 행정청의 판단여지 인정, 재량
행위인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면서 당해 법정요건을 정비하지 아니하여 명칭만
변경된 경우 등을 찾아 볼 수 있다.251)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입법의 정비는 수많은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
구하고 수범자의 규제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형식적 규
제완화조치는 오히려 수범자의 규제순응도와 적응성에 많은 문제를 노정케 하
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규제전환과 원칙허용 규제입법방식의 활용
수범자의 규제체감도 및 규제순응도를 높힐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 그리고
이를 뒷 받침하는 해당 입법의 정비는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해야 할 사항이다. 원칙허용 입법방식이 법령상 금지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모두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 이는 규제
완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인허가 사항을 신고ㆍ등록으로 전환하면서, 원칙허용 입법방
식으로 해당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
고하라”는 의미를 갖기 된다. 이러한 경우, 원칙허용 규제체계는 인허가규제
영역보다는 오히려 신고ㆍ등록 규제 영역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사항과 인허가 규제를 신고ㆍ등록으로 전환하는 경
우 이들 법령을 원칙허용 입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기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영역과 인허가 규제를 수리를 요하는

251)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집행공무원 중에는 “허가든 인가든 신고이던 간에 우리입장에서는 모두 동일
하게 처리한다” 거나, “기존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했음에도 양자의 차이점을 못 느끼며, 따라
서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는데(한국법제연구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집행
공무원 면담자료, 2010 참조), 이는 규제완화가 적실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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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한
다. 왜냐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기존의 인허가 규제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는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 원칙허용 인허가 입법방식의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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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규제체계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가능성
제 1 절 규제유형별 원칙허용 규제방식의 도입기준
1. 규제의 유형과 내용
(1) 경제적 규제분야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경제적 규제란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경제활동이나 행
위에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
되도록 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규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의 폐단에서 비롯된다. 본래 시장경제
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개인적으
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독과점의 문제, 공공재의 문제, 정보불
안정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실패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실패가 존
재하는 영역에서는 정부가 규제의 형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개인, 가계, 조직, 기업, 기업집단, 산업 등 경제활
동의 주체 및 그 주체의 행위ㆍ기능ㆍ활동 등 객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다. 이러한 규제는 주로 판매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팔고 받는 가격(가격규제),
판매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수익규제),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
스의 혼합과 품질(품질규제), 또는 특정 시장의 진입 또는 퇴출(진입․퇴출규
제)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규제의 본질
국가의 경제규제의 본질은 규제목적, 규제대상, 규제수단라는 본질적 요소들
의 규명에서 출발하여한다.252)
252) 이하 경제규제의 본질에 관한 내용은 이서열, “국가의 경제개입과 헌법질서”, 「연세법학」제9집
제2호, 연세법학회, 2003, 273면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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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규제목적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제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함이다(헌법 제119조).
둘째, 규제의 대상은 시장이다. 시장은 재화나 용역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 그런데 국가가 시장의 가격경쟁원리에 반하는 규제를 했을 때,
시장은 더 이상 자율적 시장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가의 시장개입의 모
습은 시장의 자율메커니즘을 무시하거나 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가 규제하려는 시장의 모습과 규제후의 시장은 그 ‘자율성’이 보
장 받아야 한다.
셋째, 규제수단은 권력적 또는 비권력적인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권력적 수
단에는 허가, 인가, 특허, 승인, 지정 등의 사전승인규제와 시험, 검사, 인정 등
의 투입기준규제와 결정, 명령, 단속 등의 산출기준규제, 그리고 신고, 보고,
등록, 통지 등의 정보규제로 나눌 수 있다.253) 비권력적 수단으로는 예컨대 경
제유도작용과 같은 수단, 즉 경제유도나 경제조장을 위한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경제규제의 유형
① 가격규제
가격규제는 경제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국가는 기업들이 독점가격
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경쟁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것을 명하는
형태로 규제하게 된다. 가격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가격의 상한
을 정하는 형태가 보편적이지만, 시장지배력을 지닌 독점기업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래 가격규제는 가격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기
업의 이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국가
253) 이러한 규제의 유형별 분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규제의 유형별 조사를 위한 편의적인 것이
며, 실지 행정실무에서는 투입기준규제에서의 명령이 금지하명으로 사전적으로 부과될 수 있거나, 정
보규제로서의 신고가 수리절차를 요하는 경우 또는 재량판단의 영역이 개입될 경우에는 사전승인규제
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이러한 유형별 분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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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들이 과다한 독점이윤을 취하는 것을 막고 정상이윤에 가까운 수준의
이윤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격규제에 나서게 된다.
② 수량규제
국가는 경우에 따라서 수량규제의 형태로도 시장에 개입한다. 수량규제는 자연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인상을 도모할 때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
축규제는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수량규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주택을 비롯하여 전력, 상수도, 가스 등 공익사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254)
③ 수익규제
수익규제란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비용이 소
요되는 생산방법을 배제하며, 합리적인 수익을 포함한 비용수준에서 가격이 결
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익규제란 본래 완전경쟁상태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은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
여 완전경쟁상태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255)
④ 품질규제
품질규제는 가격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여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규제하기 우한 것이다. 따라서 품질규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이 그 가격의 화폐가치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소비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할 때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규제이다.
특히 소비자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ㆍ전문적 지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인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품질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품질
254) 주류업에서는 정부가 주정의 생산량과 거래량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근거
로 하기보다는 세원의 정확한 포착, 조세탈루의 발지 등 재정수입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수량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용우, 전게서, 274-275면 참조.
255) 김용우, 전게서,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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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악에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소나 공인시험소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여 이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마나 시중에 판매를 허용하
는 규제를 실시한다.256)
⑤ 진입․퇴출규제
진입규제란 특정 산업이나 직종이 모든 개인에게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때 사용되는 규제로서 특정 산업 또는 직종에 참
여하여 사업을 살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시장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규제를 활용한다. 여기에서 자연독점을 포함
한 모든 시장에서 정부가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이론적 근거는 신규진입 또는
경쟁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즉 과당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57)
가장 대표적인 진입규제 유형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들 수 있다.
사업의 인허가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또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목적으
로 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에를 들면 공공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갖는 자연독점적 산업구조의 성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막
는다는 취지에서 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며, 금융산업에서는 공신력 확보
를 위하여 진입을 제한한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생산 단위의 국
제적 규모화 등을 명목으로 진입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중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소기업 고유 업종 등을 지정함으로써 특정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업에의 참여가 아니라 기존에 운영해 왔던 사업으로
부터 손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퇴출규제도 있다. 예컨대, 대기업의 청산에 관
하여는 많은 제한이 있다. 이것은 공장폐쇄로 인해 그 공장이 위치한 지역경
제와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일시에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려는
256) 규제방법의 하나로서 품질검사 통과를 표시하는 품질마크를 부착한다거나, 안정성 검사에서 통과
한 것을 입증하는 안정성 검사필증을 부착하거나, KS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공인기관이 인정한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처럼, 재화와 서비스의
안전성, 품질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 바로 품질규제의 전형적인 모습
이다(김용우, 전게서, 273면).
257) 김재홍,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20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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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시장의 퇴출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이다.258)

(2) 사회적 규제분야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사회적 규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적절히 취급되지 않는 환경, 소비자 이익, 근로자 권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출현하는데, 소비자, 환경, 근로자, 여
성, 청소년, 장애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사회적 약자는 시장경제
에 있어서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들 피
해자를 구제해 주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 밖에도 환경오염과 같이 해로
운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금지하기 위해 채택
되는 경우도 있다.259)
유의하여야 할 것은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이다.260)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규제는 삶
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및 사회적 공평
성의 제고라는 목적을 갖는다.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제는
산업의 환경오염방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안전, 재화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빙성의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는
다.261) 첫째,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가격, 생산량, 수익률, 진입 등 기업이 결정
해야 할 사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구매자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
258)
259)
260)
261)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2, 242면.
김용우, 전게서, 279면.
최병선, 전게서, 414면.
이하 김용우, 전게서 279-2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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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생산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구
체적인 제조방법이나, 생산물의 설계 등 내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명백히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행위는 논쟁적인 경우가 많다.
둘째, 사회적 규제는 구체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규제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산업을 대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규제기관들은 거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조금
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이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규제의 강도나 방식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사회적 규제는 시장
질서에 방치할 경우 해결되기 어려운 ‘시장실패’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정
부 관여가 불가피한 규제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일수록 시장실패를 보
정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반대로 시장의 경쟁원리를 가
능한 보장하는 ‘경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
세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는 사회가 전문화 되고 새로운 영역이 생김에 따
라 본질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으며, 이 경우 사회적 규제의 증
가는 국민 개인의 생활과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62)
2) 사회적 규제의 유형
① 식ㆍ의약품 안전규제
식ㆍ의약품 안전규제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안전성과 질을 제고
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 분야는 소비자의 실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식ㆍ의약품 안전규제는 소비자들의 정보수집 능력여하에 따라 규제의 강도
262) 최유성, 행정규제와 규제대안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연구원, 20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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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리해야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소비자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극단의 상황이 예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정보의 불공평한 분배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품ㆍ의약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며, 특히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규제가 요
구된다.
② 환경규제
본래 공기, 물, 토지 등의 자연자원은 자유방임정책 하에서는 자유재로 인식
되었다.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부분책임만 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자유재도 또한 생산과 소비활동에 따른
부분책임의 문제도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결국 자유
방임정책의 결과로 야기된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은 환경악화행위를 제한하거
나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 및 활동은
자연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
로 환경규제이다.
규제의 배경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내부효과로 전환함
으로써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외부효과란 시장의 주체가 어떤 활동을 수행하
으로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이익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에 대
한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제3자에게 이
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외부경제라 하고 반대로 손해를 하져다주는 경우를
위부불경제라고 하는데, 환경오염은 대표적인 외부불경제효과를 야기하는 위
험원에 해당한다.263)
그리하여 국가의 환경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아무도 지불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만 증가하게 된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도 여기에 해
당한다. 더 나아가 환경오염은 국가 내적인 측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263) 김용우, 전게서,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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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은 첫째, 행정적ㆍ경제적 수단ㆍ법적 수단,
둘째, 명령통제적 수단과 시장유인적 수단, 도덕적 수단, 정부의 직접투자, 셋
째,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 넷째,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등으로 분
류되고 있다. 여기에서 법ㆍ행정적 규제는 명령통제적 규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의 분류는 규제의 영향력과 강도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정책수단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명령
통제적 규제는 법규정, 행정명령, 지시 등에 기초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
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
다. 이것은 정부가 개인이니 기업이 따라야 하 또는 지켜야 할 행위기준 또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한편, 시장유인적 규제는 명령통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
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그리
고 최근 사전적 환경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전적 규제수단과 사후
적 규제수단이 의미 있는 분류로 주목받고 있다. 사전적 규제란 오염물질의
발생자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말하며, 사후적
규제란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형식의 규제를 의미한
다.264)
이와 같은 환경규제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시적이지 않지만
사회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한다. 즉, 공기, 수질 및
다른 유형의 오염은 국민건강에 해로운 요소로 작용하여 생활의 질을 악화시
키고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에 경제적 편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264) 박수혁, “현행법상 환경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제103호, 한국법학원, 2008, 13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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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5)
하지만, 환경규제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규제를 이행하는 데 막대한 비
용을 부담시킨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성패는 수범자의 규제순응을 확보가 관
건이 된다. 규제순응을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전통적 전략인 명령통제적
규제와 직접적 규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준설정, 허가, 세부적 규제의 공포
등과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일련의 요구사항이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피규제
원에 대한 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시와 강제력이 동원된다. 하
지만 이러한 규제방식은 필연적으로 피규제원의 행태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에
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순응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전
략수단과 함께 다른 수단들이 적절히 혼합되어 사용되어져야 하는 특성을 갖
는다.266)
③ 직업안전 및 보건규제
직업안전 및 보건규제는 모든 근로자를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
건에서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는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은 절대적 의미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그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상이한 정도의 위험성은 그
들의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통상 경쟁적 시장의 성과는 효율성 기준을 충족시킨다. 반면에 보건과 안전
은 불공평하게 배분된다. 전통적 완전시장경제모형에서는 안전성과 보건의 결
정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작업장에 존재하는 위험가능성에 대한 정
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은 그들
의 작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
실은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은
취약한 편이다.267) 즉 오늘날 완전시장경제 모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외
부효과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효과는 직업적 보건 및 안전의 수준을
265) 김용우, 전게서, 284면.
266) 안형기/조용진/김덕준,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9권 제4호, 한국정책
과학학회, 2005, 137-138면.
267) 현대국가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실태 및 특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진,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5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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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또한 직업안전 및 보건의 문제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직업안전 및 보건 등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부족
과 사업주의 의도적 회피는 산업재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수많
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정부의 직업안전
및 보건규제가 정당화될 수 여건이 된다.
직업안전과 보건규제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68) 첫째, 안전기
준의 설정과 공장검사의 방법이다. 안전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각종 작업장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고용주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는 기계ㆍ기구ㆍ장치의 안전설계 기준, 설치장소 및 방법에
관한 기준, 가동방법에 관한 기준, 작업장소 기준 , 작업환경 기준, 근로시간
기준, 작업장의 건축물 방호 기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기준에 존재하도라도 안전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장검사와 감시체제가 구
비되지 않는 한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해진다.
둘째, 보건기준과 공장검사이다. 보건기준이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
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기준과 달리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즉
직업병이라고 불리는 보건사고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을 에방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보건기준에는 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대한 기준, 방사선ㆍ유해광선
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대한 기준,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
방습 등에 대한 기준 등 다양한다. 보건기분 역시 그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장검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당한 위험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 역시 예방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넷째, 상해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상해세란 규제기관이 근로자의 작업
상 상해에 대하여 사업주에 부과하는 부과금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환경규제에서의 오염배출에 대한
부과금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268) 김용우, 전게서, 285-286면; 최병선, 전게서, 512-5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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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은 성
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동 조항에서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여 이른바
평등의 원칙을 국가와 시민활동의 헌법적 지침으로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실
제생활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평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임금과 고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학력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차별의 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
이다.
사회적 차별은 예컨대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차별을 받는 것
처럼 단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별 요소들이 혼합된 복합적 형
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고령여성과 같이, 장애ㆍ연령
ㆍ여성이라는 차별사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현
실에서 벌어지는 직접적ㆍ간접적 차별의 밀도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사회문제가 된다.
우리사회에서의 사회적 차별은 첫째 전통적 관습과 편견에 기인하거나, 둘
째, 법제도의 강제성 부족, 셋째, 사회적 차별철폐를 위한 각종의 법제도의 광
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넷째, 기득권 층 또는 기업주의 규제회피에 따르는 것
이 대부분이다.269)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소수 특권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상호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들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가 규제 이전
에 선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가 원활
하게 법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차
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존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체계 즉, 법제도의 강제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확보하기 위
해 경제적 지원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69) 최병선, 전게서, 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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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적 규제분야
행정적 규제란 행정기관이 규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규정들로서,
규제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에 의무와 부담을 가하는 규제를 통
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적 규제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규제가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국민들에
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일반국민들의 경
우 규제개혁을 주로 ‘행정적 규제’의 개혁을 통해서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270)
일반적으로 행정적 규제의 범위는 행정통계의 확보, 행정집행의 단순화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구비서류나 형식요건, 처리절차 관련 의무가 주를 이루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 사업에 관한 대상자의 자격, 지원액과 지원기간 등에 관
한 규정, 그리고 과태료와 같은 규제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규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결국 행정적 규제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적 규제로서 신고,
보고, 행정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에서는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
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행정규제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광의의
규제, 즉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지, 위에서
의미하는 행정적 규제만을 규율한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를 경우, 진정한 의미의 행정적 규제의 개념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행정규제라 함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행정규제의 개념에 사실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정의로서 국가

270) 최유성, 전게서,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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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무수행자의 규제작용도 규제의 개념에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보다 행정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규제의 현대적 정당화 요소
(1) 시장실패에 대한 교정
규제법규의 가장 전형적인 기능으로 꼽히는 시장실패의 교정기능은 시장기
구가 자원의 최적분배라는 자유경제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어 시장기구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교정함으
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시장실패는
경제체제의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의 외
부효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은 생산결정시에 충분히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시장과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실패의 교정을 목
표로 정부가 규제를 통하여 시장경제분야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 경
우 규제의 기능은 시장독점력 억제, 외부효과비용의 교정, 부적절한 정보의 보
완, 과도한 경쟁의 배제, 공급부족자원의 배분, 초과이윤의 통제 등에 있다.271)

(2) 산업의 보호ㆍ육성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시장실패의 교정이라고 볼 수 없는 국가의 적극적
인 경제개입이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수출 위주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이 추진
되는 동안, 산업의 보호ㆍ육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수출촉
진, 산업의 합리화, 계열화, 기업체질 개선 및 근대화,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국가의 규제적 조치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경제민주화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산업의 보호
ㆍ육성을 위한 규제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기능을 가진
271)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2012, 20-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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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산업의 보호ㆍ육성이
라는 미명하에 실상 특정 기업집단에 부당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은
해당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272)

(3) 대외관계의 조정과 국내산업의 보호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다. 우리 경제가 특히
수출지향성이 강하고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로서는 대외관계에 있어
서 정부의 강력한 주도권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국제적인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의 대외관계도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대외관계에 관한 되는 규제는 많은
편이다. 한편, 최근 무역개방 압력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수입규제도
대폭완화되었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규제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
로든 존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화산업ㆍ통신산업 등, 국가공동체적 identity
나 주권적 영역과 관련되는 산업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273)

(4) 공익지향적 재분배 및 보호
상당수의 규제법규는 사회집단 간의 자원(부 및 기타의 복지)의 재분배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규제법규 가운데에는 집단 전체의 통일
된 교섭력의 부재로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로써 대
신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규제, 소비
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각종의 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공익지향
적 재분배 및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는 경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또는 바람
직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차임증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차임의 극적인 상
승을 가져왔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274)
272) 김유환, 전게서, 24면.
273) 김유환, 전게서, 24-25면.
274) 김유환, 전게서,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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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
한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련
의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당해 규제의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면 그 규제 및 관련 정책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
규제 또는 사회적 규제분야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유의할 필
요가 있다.

(5) 다양한 경험과 선호의 보존 및 형성
어떤 규제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ㆍ교육적ㆍ환경적인 경험과
선호를 보존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의도되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방송법」상
상송편성규제는 교육ㆍ교양ㆍ보도ㆍ오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의 방송순서를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의 지역ㆍ지구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
시에 있어서의 공원환경의 유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제규제도 다양
한 경험과 선호와 관련된 정당화사유를 가진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
동기와 선호가 압도적인 의미를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 동기와 선호에 의해
서 보존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ㆍ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경험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
양한 경험과 선호의 보존 및 형성이라는 규제의 정당화사유도 넓은 의미에서
시장기구적 가치체계에 의한 부작용의 교정이라고 할 수 있다.275)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약물규제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매체물 등과 같이 재화에 대한 선호의 습관화 또는 고착화를 통해
그에 대한 선호를 점차로 확장시켜가는 경향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선호와 소
비자의 그 선호에 대한 통제력상실은 결국 반사회적이며 유해하기 때문에 국
가는 이러한 선호와 그의 확장에 대해 보다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

275) 김유환, 전게서,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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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6)

(6) 회복불능의 피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규제나 환경규제, 조수보호규제 등은 장래세대나 동물, 자연
환경 등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277) 따
라서 이들 규제는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장’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고 또
규제의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두드러지는 규제편익자가 존
재하지 않아서 그 이익대변이나 이익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
격한 법해석이 필요한 분야이다.278)

(7) 행정편의적 규제
규제법규 가운데에는 표면상 정당화사유에도 불문하고, 규제가 특정한 공익
목적에 봉사한다는 규제목적으로는 정당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여
기에는 첫째, 외형상 공익목적의 규제이지만, 그 실질을 보면 특정 이익집단의
규제편익을 의도한 것이거나 둘째, 규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규제의 필요성을 상실한 것, 셋째, 규제편익자가 바로 규제행정청 자신이어서
다른 규제정당화 근거는 상실했으나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제조치들이 있
다.279) 이러한 규제들은 가능한 한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3. 규제유형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가능성
(1) 서 설
원칙허용 인허가 규제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원칙금지 인허가 방식
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
276)
277)
278)
279)

김유환,
김유환,
김유환,
김유환,

전게서,
전게서,
전게서,
전게서,

27면.
27면.
27면.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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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의 방식에서 원칙허용 인
허가 방식이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권적 권리를 보다 확장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경우에 있어서 규제의 성격적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칙허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거나 사회적 규제에 있
어서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단편적인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의 재정 및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컨대, 외국계금융기관의 영업소 설치의 자
유, 해외기채행위의 자유화 등은 금지요건의 강화 및 금지의 당위성 또한 비
교적 높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 생명에 관한 사항의 경우 매우 엄
격한 규제가 가해져야 할 부분이므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일반적 적용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각 건별로 사안을 검토하여 원
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시 고려사항
1)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 판단인식
전통적인 규제의 필요성 판단은 정부활동의 목적의 타당성에 있었다. 여기에
서 정부활동의 목적의 타당성이란 공익이라는 기준으로 대신되어 왔다. 하지
만, 오늘날 규제의 필요성 판단은 규제가 민간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규제는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고, 그 결과 특정한 정부활동
이 민간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게되면, 그 의도가 무엇이
던 간에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한규제는 규제가 아니라는 규제심사 실무자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280)도 바로 규제가 민간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공익목
적의 규제가 선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규제목적에 의해서만 규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에 대
280) 차미숙, 규제심사 과정의 오해와 이해, 「규제심사 실무자들이 쓴 규제개혁의 실제」, 국무조정실
규제연구회, 2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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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의 제약이라는 규제의 효과를 도외시 한 것이다.281)
규제의 필요성 판단인식을 민간에 대한 행위제약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한다
면, 우선 규제는 그 필요성에 앞서 정당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규제
의 정당성은 규제로 인해 제약받는 민간의 권리의 성격과 관련되며, 특히 이
들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법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권 제한법리의 기본원칙인 과
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하
는 요소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은 정당성 심사의 범위로 흡수된다. 그 결과 규
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제도론적 측면에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차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상응하게 되어, 규제의 완결적 필요성과 정당성
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는 종국적으로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전환은 합헌적 규제를 담보하게 되어, 규제의 순
응도를 최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칙허용에 의한 부작용
오늘날 규제에 있어서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중
시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영업행위 또는 업무영역의 제한에 원칙허용 방
식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원칙금지 방식에 비해 원칙허용 방식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비추
어 현실대응력을 제고하고, 금지요건을 믿고 이외의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피수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안정된 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은 일부 분야에서는 과도
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
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하
여 환경 및 안전 등 일반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보호
하려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ㆍ형량하여 원칙허용 방식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281) 이혁우, “정부부처의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분석: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정부와 정책」제4권 제1
호, 가톨리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1, 55면.

183

한다.
물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존의 원칙금지ㆍ예외적 허용은 산업 경쟁력
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중소상인, 청년 등의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공정한 기회
를 상실케 하게 하거나 규제방식의 전환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 확
보에 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진입희망자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지, 과잉경
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멈추어서는
안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시스템의 취지 또한 염두의 대상이다.
3) 적용분야의 여건 고려
광범위한 규제영역 중에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채용될 수 있는 영역은
정부의 사전적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시장이 자정(姿情)기능을
발휘될 수 있는 시장 및 그 관련 분야에서의 일정한 행위영역을 우선 고려하
여야 한다.
시장규제의 경우 원칙허용 방식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적어 선호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의 무차별적인 시장의 실패에 대한
방임적 자세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적 정화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첫째, 해당 기능이 발휘되는데 어려
움이 있거나, 둘째, 시간적으로 장시간의 시간을 요할 경우, 셋째, 타 영역으로
의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크게 나타날 경우, 넷째 일정행위 이후 수정을
통해서 원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적인 규제가 설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만약 규제의 완화를 위해 규제의 조정이라는 절차없이 일괄적으로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규제되어야 할 부분이 규제되어지지 않는
규제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ion)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282)
3) 규제의 형평성
규제의 형평성이란 획일적이고 엄격한 법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

282) 이원우, 전게논문, 2008, 371, 375면, 한편, 규제의 역설에 대해서는 Cass R. Sunstein, 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 57 U. Chi. L. Rev. 407(1990, Spring), pp. 407-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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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를 시정함으로써 달성되는 개별사안에 있어서의 정의를 의미한다.283)
규제에 있어서 형평성의 제고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규제의 합목적성과 정당성을 제고이다. 그간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규제
개혁의 성과는 주로 규제기준의 투명화, 획일화, 구체화, 열거규정화 등의 입
법적 조치를 수반하였다. 그 결과 제도운영의 측면에서의 규제 합리화와 더불
어 규제의 유연성 상실 등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적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예외적으로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규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
는 바로 이러한 특수문제에 고려될 수 있는바,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규제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제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284)
둘째, 맞춤형 규제의 체계구축이다. 맞춤형 규제란 개개의 피규제자의 구체
적 사정에 따라 규제의 방식과 정도가 차별화되는 규제를 의미한다. 이는 비
례원칙과 실질적 평등에 비추어 헌법상 요구되는 규제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285) 개별사안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 다른 한편 필요한 규제를 유
지함으로써 규제현실과 입법목적이 일치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
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다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
게 된다.286)
4) 탄력적 규제차등화제도의 확대실시
규제차등화제도는 비대칭규제(Asymmetric Regulation) 또는 차별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맞춤형 규제의 구체적 발현형태로도 볼 수 있다. 원래 정부 등
규제기관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
해선 각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후발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에 대해 각기 차별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283) I. Pernice, Billigkeit und Härteklauseln im öffentlichen Recht ß Grundlagen und Konturen einer
Billigkeitskompetenz der Verwaltung, 1991, S. 665.
284) 이원우,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행정법연구」제2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14면.
285)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355-422면.
286) 이원우, 전게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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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와 미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비대칭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1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를 넘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 시장점
유율이 75%를 넘을 경우(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시장지배
적 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고 있다.
규제 차등화제가 강구되는 것은 규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
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의 일반적·추상적 특성
으로 인한 일률적인 적용 때문에 꼭 필요한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상 특별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
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제11조제1항)이 훼손되지 않는 범
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그 대상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
해 볼 필요가 있다.287)
예를 들어, 선진 각국에서는 국민 건강, 산업 재해 및 안전, 환경 등의 분야
에서 꼭 필요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의 부담 능력이 현저하
게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 불리함을 고려하여 규제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제도의 운영․결과를 잘 분석해 보고
그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50여개 환경 관련 규
제를 중소기업에 대해 배제하거나 차등화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광고, 보험 분야에서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288)
5) 입법방식에 따른 원칙금지로의 회귀가능성
오늘날 원칙허용 방식에 대해서는 그 운용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입법방
식의 채택여부에 따른 문제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법률에는 원칙허용 규
제체계에 따라 입안되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는 다시 원칙금지의 규제규
율하는 이른바, “규범회피” 현상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원칙허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하

287) 한상우,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개선 추진방향” 월간「법제」2008, 55면
288) 김재광, “규제와 법제개선 그리고 경제적 효과”, 법제처 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자료집,
20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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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기술방식에 따라 결과적으로 규
제의 방식이 원칙금지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본 법에서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시행령의 규율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원칙금지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
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289)
따라서 입법기술상 원칙허용 인허가의 요건을 가급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원칙허용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지사항
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 및 판단여지를 통
해서 금지영역을 확대할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원칙금지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원칙허용 방식은 그 금지요건의 마지막에 “기타 법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광범위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해석의 여지
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칙금지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칙허용 형식의 입법을 취할 경우에도 금지사항을 포괄적 또는 추상
적으로 규정하여 재량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방식을 지양하게 함으로써 실질
적인 원칙허용 규제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90)

제 2 절 규제성격별 원칙허용 규제방식의 도입기준
1. 경제적 규제분야
(1) 원칙허용 인허가 규제의 도입기준의 전제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경우 개인이나 규제 수범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요컨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자격 부여 내지 영업활
289) 최승필, 전게논문, 29-32면
290) 최승필, 전게논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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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광범위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로 경제적 규제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의 전환
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의 도입은 기업의 영업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론적 입
장에서 실무적 의미를 가지며, 특히 선진규제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의
품질관리라는 차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291)
다만, 또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원칙허용 인허가제
도가 바람직한지는 민간부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과 규제의 법적확
실성의 경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의 장이 된다는 기본적 기능
을 충분히 다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허용 인허가제
도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와 공익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
야 할 것이다.292)
그렇다면, 경제적 규제의 분야에서도 일률적ㆍ획일적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또는 전환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적 규제도 나
름대로의 공익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의 공익
이 무시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분야의 경우에도 개별
규제수단의 가지고 있는 성격별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또는 전환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규제의 성격별 도입 기준
경제적 규제는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경제활동에 정부
가 개입함으로써 인위적인 행위규제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격규제, 수익
규제, 수량규제, 품질규제, 진입규제 등이 있다.
가격규제는 기업들의 과다한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수익규제는 완전경쟁시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대 경제질서
체제 하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완전경쟁상태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
291) 김유환, 전게서, 109면.
292) 김유환, 전게서,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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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행한다. 수량규제는 주로 전력, 상수도, 가스 등 공익사업 분야에 적용되
며, 자연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품질규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이 그 가격의 화폐가치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소비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할 때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진입규제는 산업구조의 고
도화 또는 생산 단위의 국제적 규모화 등을 명목으로 하며, 주로 특정 산업이
나 직종이 모든 개인에게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
할 때 사용되는 규제이다.
경제적 규제분야에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가능성은 이들 개별 규제
유형이 피규제자인 수범자의 기본권과의 관련성, 인허가 제도 등의 규제수단
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형량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가격규제와 수익규제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관련되며, 특히, 일정 업
역으로의 진입은 허용하되, 그 안에서 영업의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규제는 기업들의 과다한 독점이윤 추구 또는 시장에서의 비합리적인 가
격 결정를 통해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
다. 즉 소수의 기업집단의 이익과 대다수의 국민권익이 그 비교대상이며, 이는
공익의 크기 면에서 후자의 이익과 편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격
규제 및 수익규제는 원칙허용 규제체계보다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규제체계
가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수량규제는 전력, 상수도, 가스 등 주로 공공재 성격의 재화를 대상으로 하
는 공익사업 분야 적용된다.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들 공공재는 영업의 대
상이 되어 사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공공재는
자유경쟁체제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공공운영체계(독점적 기업구조 및 영업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공재는 국민의 기초적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재화라는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격규제 및 수익규제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원칙허용 규제체제와 맞지 않
는다.
마지막으로 진입규제는 앞서 제시한 가격규제, 수익규제, 수량규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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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민의 영업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만, 가격규제, 수익규
제, 수량규제가 특정 업역으로의 진입은 허용하고 업역 내에서 영업의 자유만
을 제한하고 있다면, 진입규제는 특정 업역으로의 진입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어서 매우 강한 기본권제한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개별
규제영역 중 기본권제한의 강도와 밀도가 가장 높다.
현행 헌법에 따를 경우, 진입규제는 엄격한 기본권제한 법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물론 진입제한이 산업이나 직종이 모든 개인에게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응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헌법적 정당성을 우선 충족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려해본다면,
진입규제는 가능한 한, 폐지 또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이 진입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 즉 산업이나 직
종이 모든 개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유이
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원칙적으로 진입규제는 해소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과거 부권주의적 산업 및 직종 육성이 통용되던 시절에는 진
입규제의 필요성이 그 정당성보다 강조되었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규제는 그
필요성이 최소화되었고, 이러한 입장은 자유졍제적 기본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헌법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입규제 영역은 원칙허용 규제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분야이다. 다만, 진입규제 영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칙허용 규제체계가 적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화ㆍ세계화 경향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오늘날 정책적으로 산업의 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은 그 만큼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진입규제분야에서의 최소화영역이기는 하지만, 산업
의 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해당 산업과 직종의 경쟁력
이 강화되기 전 까지는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적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규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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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허용 인허가 규제의 도입기준의 전제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생명ㆍ건강, 삶의 질(복지), 경제ㆍ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관련된 규제로 점철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경제적 규제가 기본적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높은
것과는 달리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사회질서의 유지 또는 다른 공익의 목적
상 기존의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이 어려운 분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전히 환경, 안전,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다루는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 기존의 규제는 원칙금지 규제와 친숙하기 때문이
다. 이와 더불어 공익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앞서 제시한 경제적 규
제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진입규제적 성격의 규제에서만 그 도입의 가능성이
클 뿐 여전이 공익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성격의 경제적 규제영역에서는
원칙허용 규제가 친숙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규제에서의 원
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93)
하지만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원칙허용 규제의 도입불가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도 특정 이익집단
의 규제편익을 의도한 것이거나 규제의 필요성을 상실한 것,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제조치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개선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적 규제체계에서 예정하고 있던, 기존의 금지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
안적 규제가 고려된다면, 원칙허용 규제체계로 전환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의 형평성, 탄력적 규제적용, 기존 규제
의 대안질서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여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경제적 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규제를 구성하고 있
는 개별 규제수단의 성격에 따라 적용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사회적 규제의 성격별 도입기준

293) 김유환, 전게서,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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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는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
호 및 사회적 공평성의 제고라는 목적을 갖는다. 앞서 본바와 같이 사회적 규
제는 기업의 가격, 생산량, 수익률, 진입 등 기업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는 관
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기업이 재화를 어떻게 생
산하고 구매자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즉 제조방법, 생산물의 설
계 등 내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행위는
기본권관련성을 갖는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시장 질서에 방치할 경우 해결되기 어려운 ‘시장실패’
의 문제들, 즉 시장실패를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고자 정
부 관여가 불가피한 규제들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는 사회가 전문화 되고
새로운 영역이 생김에 따라 본질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적 규제는 비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만, 다른 한편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로부터 소외되거나, 함몰될 수 있는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 특히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
가원리가 보편화된 현대 입법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규제’의 최소화, ‘사회
적 규제’의 최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사회적 규제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위
험성을 갖는다. 물론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기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적용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복지 및 사회적
차별금지를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면, 그 부작용은 크나 큰 국민적
저항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법리적 측면에서 국가는 상호 충돌하는 기
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갖는데, 위의 부작용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되어 그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칙허용 규제체계는 사회적 규제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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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 즉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복지증진, 사회적 차별의 철폐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련의 행위제한에 대
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개별 법령상의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규
제내용과 국민의 생명, 건강, 복지, 사회적 차별과의 관련성이 될 것이며, 관련
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규제영역에서부터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회적 규제분야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보
다 강화된 사후규제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
로 허용된 행위를 통해 야기되는 부작용, 즉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 복
지수준의 축소, 사회적 차별의 만연들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다른 규제
분야의 부작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경제적 규제분야에서
의 원칙허용 규제체계도입은 불필요한 사전규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한다면,
사회적 규제분야에서의 제한적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은 무엇보다도 사후규
제를 통해 규제목표 달성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허용 규제체계 하에서 사후규제는 사전에 어떠한 행동준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행위자가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한 규제목표의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다.294)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규제분야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헌법적 근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규제분야에서는 불필요한 행위규제영역에서 제한적인 원
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을 검토하되, 이 경우 강한 사후규제체계를 통해 규제
목적의 달성과 국민권익의 보호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294) 김유환,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행정법연구」제2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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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칙허용 방식의 입안기준
제 1 절 전통적 원칙금지 인허가 방식의 입법모델
1. 인허가 입법의 기본모형
인허가의 규정형식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
가(행위허가)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의 내용의 규정형식이 다
로고, 또 그 행위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도 규정형식이 조끔씩 달라진
다.295)

2. 행위허가의 근거규정
(1) 법령상의 입법기준
행위허가의 경우에는 먼저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와 같이 허가를 받는 주체,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권자를 순차적으로 명시하는
근거규정을 둔다. 여기에서 허가요건이나 허가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서 따
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절차적 사항의 입법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해서는 당해 허가와 관련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
록 한다. 개별법령에서 허가신청절차를 규정할 경우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에서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만 규정하고,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청서의 내용과 그 첨부서류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면
직접 법률에 그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도 한다.
295) 이하의 내용은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82-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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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던지 간에 신청서의 주요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하여 서식을 보고서야 비로소 신청서의
주요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을 알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허가기준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가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허가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그 내용이 복잡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가기준
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며, 허가기준 전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은 피한다.
이때 허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제의 취지가 단지 부적격자를 배제하려는 것
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아니한다’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허가조건
허가 등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서 조
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조건을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거나 적어도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원칙인 최소제한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조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0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조건을 붙
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명시하기
도 한다.

(5) 허가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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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입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
미한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절차 없이 변
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6) 허가취소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고 본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허가취소사요는 허가기준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고 규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허가취소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단
순히 “제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 한 때” 또는 “제0조의 규정에 의한 ...을
위반한 때”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허가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취소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당연취소사유로
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와 같이 당연취소사유로 규정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취소방식을 고려한다. 그리고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3. 영업허가 및 신고 근거규정
(1) 법령상의 입법기준
영업허가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을 하고자 하는 자는 000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와 같이 허가의 주체, 대상, 허가권자를 명시한다. 그리고 허가요건과
절차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허기기준을 갖추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조
건부 허가 또는 예비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다. 조건부허가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예비허가제는 허기기준의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허
가기준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여 예비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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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을 모두 갖추어 본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에
비허가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영업에 대한 규제를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령에서는 먼저 “...업을 하고
자 하는 자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고의 주체, 대상, 신고관청
순으로 입안하며 신고절차와 요건은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2) 허가 등 기준
허가기준은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자본
금ㆍ시설기준ㆍ인력기준 등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허가관
청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를 추상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영업허가의 경우에도 허가기준의 입안방식(입법위
임, 허기기준, 부관, 허가사항의 변경, 영업허가의 취소 등)은 행위허가의 경우
와 같다.
신고영업의 경우 신고요건은 대부분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대
부분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보다는 총리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
우가 많다. 다만, 본래적 의미의 신고영업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
에 신고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휴업 또는 폐업신고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하여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사전신고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허가제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에 신고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반납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제 2 절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의 입법모형
1.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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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 등
을 받도록 하거나 사전에 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
다.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하여 어떤 규제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경우,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
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어느 정도 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실제로 입법을 할 때 법령에 요건을 반드시 구체적ㆍ일의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만 하면 반드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종전의 허가ㆍ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
고, 종전의 신고제의 일부는 자유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들 규제완화 조
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만,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
지만, 신고제의 대부분은 약한 의미의 허가제 또는 명칭만 변경된 허가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신고영업은 현행법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만 규제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서 인허가가 금
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
허가제도는 해당 법령에 인허가가 금지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규정된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볼 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갖는 재량의 영역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의 목적의
관점에서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행정청의 재량의 축소 또는 제거되는 것
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허가가 금지되는 요건과 허용되는 요건을 법령에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금지요건과 허가허용요건의 입법방식
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허가ㆍ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허용 방식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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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원칙허용 방식은 기속행위라는 기본 성격을 갖기 점을 고려해본다면,
신고제가 완화된 허가제 또는 명칭만 변경된 허가제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
우, 해당 규제에 행정청의 재량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2. 원칙허용 인허가의 입법기준과 고려사항
(1) 법령상의 근거조문
원칙허용 인허가는 인허가가 허용되는 조항과 인허가가 금지되는 조항으로
이원화된 조문 구성을 필요로 한다. 우선 법령에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
는 바에 따라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의 허용요건을 규정하여 인허
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는 기존의 인허가 입법방식과 동일하게 인
허가 신청권자, 인허가대상, 허가관청의 순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는 인허가
가 금지되는 조항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인허가금지대상 조문은 허가관청, 인허가금지대상, 인허가처분의 유형의 순으
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속행위로서의 성격
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입안시 해당 인허가는 행정청
의 재량의 여지가 없고 해당 법령의 요건(금지대상 인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는 요건)에 해당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면, 행정청은 모두 허가를 해준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규
정은 특히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한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한 조항에서는 반드시 “...을 제외하
고는 허가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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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허용 인허가의 요건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원적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해당 조문에 인허가가 허용되는 경우와 인허가가 금지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요건규정의 입법방식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① 인허가가 허용되는 경우의 요건사항
인허가가 허용되는 경우의 입법은 기존의 인허가 입안기준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다만, 기존의 인허가 조항에는 “...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허용 인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대상 요건은 형식심사에 그친다는 특징이 있고, 기속행위라는 특
성상 내용심사에 있어서도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허가가 허용되는 경우의 요건규정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나
판단여지가 있는 문구사용이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요건ㆍ절차에 관한 세부
적 규율은 법률의 근거만을 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
집유업 또는

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

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

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

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하여야 한다.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

1.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2.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
도축업 및 집유

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업만 해당한다)
3.검사위탁계약서 사본(
법 제12조제4항에 따

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

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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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사본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1.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5.건강진단서 사본(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2.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만 해당한다)

가.같은 작업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종

② 생략

류를 변경하는 경우

1.
~2.생략

나.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
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

③ ~⑥ 생략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①~③ 생략

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
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
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
를 받으려는 경우.다만,제2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
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
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취소된 허
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
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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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니한 자인 경우
6.「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
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
제2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
다)
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
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
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
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⑤ 생략

②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의 요건사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기존 인허가제도와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예
외적으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법령에 열거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인허가가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입법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범자의 입장에서 원칙허용 인허가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지만,
예외금지 인허가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만큼 국민의 권리제한
가능성과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외금지 인허가사항으로 제한받는
권리가 기본권관련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더하여 원칙허용 인허가뿐만 아니
라 예외금지 인허가까지도 기속행위로 본다면,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매우 강
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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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인허가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명확성, 예측
가능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금지요건
자체가 강한 기본권제한 가능성을 갖는다면, 조문에서는 불확정 개념 등을 사
용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야 한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은 크게
행위제한과 영업제한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인허가를 받은
주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영업제한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또는 영업신고를 한자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경
우296)와 다른 하나는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자격을 규정한 경
우이다.
인허가가 금지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과
의 관련성 속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제라고 하
는 것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
서, 이들 간의 복합적 규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제는 시장실패에 따른 국민의 생명, 안전, 보건, 복지, 사회적 차별
을 최소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민 개인의 생활과 건전한 사회 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는 그 자체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강도나 방식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원칙허용 인허가조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것이 일정한 행위규제가 사회적 규제로서의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이다. 여
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행위금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첫
째,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 즉, 국민 생명 및 안전보
장, 보건 및 복지의 확충,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라는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인
가의 여부, 둘째, 일정한 행위의 허용이 소비자의 선호와 이에 대한 통제력상
실로 인해 반사회적이며 유해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셋째, 개발제한구

296)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행위의 제한은 행위제한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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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규제나 환경규제 등과 같이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의 여부이다.
<사 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2012.
2.
1>
1.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경우
가.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나.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다.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
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
우
마.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
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
려는 것인 경우
사.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2.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도시·
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
危害)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조항에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유로 일정한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경우297)와 다른 하나는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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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한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앞서 살펴본 행위제한의 경우
와 동일하다. 후자는 해당 조문에 이른바, 자격제한 요건을 둠으로써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격제한은 사업 또는 자격의 부여단계에서는 사업 또는 자격을 부여하
지 아니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이미 인허가 또는 등록이 되었거나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는 이의 취소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자격제한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
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진입단계에서부터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자격제한은 진입규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강한 기본권 구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의 자유에 대한 단계적 제한법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결국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서 자격규제를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으로 활
용하는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인지의 여부
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격규제 이외의 규제수
단이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수단의 적정성 및 최소 침해성)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당해 법령에 의한 자격 또는 인허가제도나 인허가 대상 영업ㆍ사업
의 성질에 비추어 결격사유를 둘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를 두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공
공복리의 증진의 크기가 제한 받는 직업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보다 우월
한 것인 가의 여부(이익형량)를 판단하여야 한다.

297)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행위의 제한은 행위제한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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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입법기술적으로 자격규제의 구체적 입법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는 직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규정한 후, 결격사유들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
야 한다.
<예 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
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서 금지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입법기술상 금지사항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존의 인허가 조항에서는 이러한 단점의 극복을 위하여 마지막 조문에 “기타
공익(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의 필요에 따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
정을 두거나, 혹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사항
은 국민과 기업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본질이 기속행위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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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본권관련성을 가지는 금지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에 “공익”, “사회통념”,
“부득이한 경우”처럼 행정청에게 판단여지와 재량을 인정하는 조문을 두는 것
은 원칙허용 인허가의 제도적 의의를 상실하게 한다.
그리고 하위법령에 금지요건을 위임하는 것은 학계와 헌법재판소가 일관되
게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질성이론과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지
요건에 대한 위임입법은 자제되어야 한다. 다만, 입법기술상 적어도 해당 조문
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정도의 문
구를 삽입함으로써 당해 법률에 모두 규율하기 곤란한 금지사유들을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예 시>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
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시설·
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부관의 가능성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조건 등의 부관은 가능한 한
붙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관의 허용여부가 기속행위와 재량행
위의 구별론에 따라 전개되었던 전통적 입장과 달리 오늘날 부관의 허용성은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행위요건을 부관에 의하여 충족하게 하거나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이 허용된다고 본다.
기존 인허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관이 자유권확대와의 관련성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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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인 경우에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의 전환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론상으로도 타당하다.
그러나 공익목적 상 부득이하게 부관의 존치가 필요하다면,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하에서는 인허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행위요건과의 관련성을 고려
하여 부관첩부의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
부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부관이 행위요건을 충족하게 하거나 유
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
용하도록 한다. 그래야만,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 다
는 것을 유지하고 아울러 부관을 첩부하여야 하는 공익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도 부관 자
체는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행위요건과의
관련성, 즉, 조건의 내용인 반드시 “행위요건을 충족”과 “유지”라는 차원에서
강한 구속을 받는 기속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영업의 허가)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
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1.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같은 작업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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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1.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
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생략

3. 기타 고려사항
(1) 강학상 특허, 인가, 지정 등에서의 원칙허용 규제도입
강학상 행정행위 중에서 사업활동 등을 규제하는 것은 허가와 특허에 불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에 관련하여 인가, 면허, 등록, 지
정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들 규정을 모두 정비하여 강
학상 허가와 특허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현실을 고려한다면 여
전히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강학상 인가와 허가를 기준으로 명명된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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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행법상 등록ㆍ지정ㆍ신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개별
행정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기술상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
다.
먼저, 전통적 인가는 사적 자치원칙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인가의 의미가 “사권형성적 행정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국가는 기존의 인가영역에서 계약자유와 시장영역을 가능한 넓게 보
장하여야 하고, 인가행위는 당사자들이 공익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가유보부 규
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존중해야 하는 헌법정신
에 비추어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가능한 한 덜 개입적인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인가의 운용에 있어 행정청의 법적 판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법해석과 재량행사에 있어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인가의 법리는 헌법과의 관련성, 재량축소 등으로 전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가의 영역도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오늘날 인가가 가
지고 있는 법적 함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원칙허용 인가제
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입법 기준은 원칙허용 인허가의 도입기준이 그대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
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2012.
1.
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1.제1항에 따른 시설·
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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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 역시 원칙허용 규제체제의 도입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왜냐하면,
지정제도는 법령에 의해 자연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로써 지정을 받지 못
하는 수범자에게는 진입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입규제적 성격의
지정제도는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통해 해소할 필요성이 큰 분야이며, 이 경우
입법방식은 원칙허용 인허가의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
이하 "
안전검사기관"
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
우
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신고제의 원칙허용 규제도입
신고제는 현재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리ㆍ운영되고 있
다. 하지만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특
히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신고규제를 하는 경우와 기존의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신고제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인정함으로써 신고에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기도 한
다.
신고제에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은 기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본래적
의미의 신고제로 전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완화차원에서 원칙
허용 신고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규제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

212

서 신고제도에도 역시 원칙허용 규제체계가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의 입안시에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방식을 채택하여 신
고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고제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신고는 “신고만 하
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는 자기완결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허용
인허가 조항에서처럼, 신고를 허용하는 요건과 신고를 금지하는 요건으로 분
리되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원칙허용 신고제도에서는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되,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후에도 금지되는 유해한 행위 등의 사항만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금지되는 유해한 행위의 유형,
유해성 등의 정도에 따라 사후규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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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가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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