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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환경의 변화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인의 고민

법
제
Legislation

입법환경의 변화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인의 고민
김수익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부령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들을 심
사하여 국가법령이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령심사의 과정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필자가 처음 법제처에서 법령심사를 하던 때로부터 약 30여년 가
까운 기간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입법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변하였고 이에 대처하
기 위해 또 다른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
이전에 법령심사를 할 때에는 법제관과 실무자가 소관 부처 직원들과 마주앉아 『대한민
국 현행법령집』(1질 78책) 중에서 해당 법령집을 펴놓고 심사 대상 법령 조문을 일일이 확
인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담당하는 부
처 소관의 법령집이 닳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은 잘 몰라서 담당하는
다른 법제관을 자주 찾아가 입법례와 개정 이유를 물어 보면서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인터
넷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정착된 2000년 이후에는 국민이나 공무원은 물론이고 법제처의
직원들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보는 일이 거의 없어진 대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법
제처가 제공하는 현행법령과 연혁법령, 판례, 법령해석례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찾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 법령 자료와 과거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
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배 법제관을 통해 관련 기관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지혜나 법령
심사의 생생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법령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재미있는 배경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쉽다. 종이법령집의 필요성은 감소했지만 인터넷이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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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
의 법령정보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과 지진, 대규모 정전, 사이버 테러 등 재난과 비상상황
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이 법령집 발행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종이 법령집을 어
떻게 유지하고 개선·발전시킬지는 법제처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입법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필자가 법제처에서 일하던 초기인
1990년대에서 2000년 무렵 이전에는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보통 그 해 안으
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 해 규제완화 추진을 위
해 대대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심사를 하면서 직접 수정했던 표현들이
담겨있는 법률안이 금방 법률로 공포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
후 국회 입법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법률안의 국회 통과율은 점점 낮아졌는데 21대 국회
(2020. 5. 30.부터 시작) 들어와 정부입법안 국회 통과율은 21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법률안도 쟁점이 있는 경우 몇 년 동안 계류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도 많다.
국회 입법권 강화 경향과 거듭하는 국회 운영의 파행으로 행정부에서는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라 행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과 부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하여 신속히 정부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행정입법권
을 통한 정부정책의 추진은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법
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치주의 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주로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거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
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
평등·비례·신뢰보호의 원칙 등 헌법 원칙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은 「행정기본법」
에서 밝히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원천을 이러한 헌법 원칙으로 삼고 이
에 따라 법령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요청 및 행정입법권 통제 경향 강
화와 하위법령을 통한 정부 정책의 추진 필요성 사이에서 법제처가 중심 역할을 잘 해야 할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이루
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법치주의는 법령의 제정을 위한 형식
적인 절차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
에도 합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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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활동의 핵심은 넓게는 헌법이념을 실현하는 데에 있고, 좁게는 법령이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
입안·심사 기준』 중에서).
한편, 최근의 국회 입법권 강화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의원입법 확대 경향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된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
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발의가 가능하다. 코로
나 19 대응, 부동산 투기 방지 등 사회문제에 긴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에 따라 정부차원에
서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부처의 담당자로서는 정부입법절차를 우회
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에서 의원입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부입법 건수에 비해 의원입법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이기
주의 법안, 기존 정책과 상충되는 법안을 정부입법절차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진 동력이 상
실되기도 하며, 예산이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우회입법을 지양하고 정부입법절차를 통하여 원활한 추진이 가
능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의란 자유, 평등, 박애, 분배, 사회적 연대, 평화 등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
는 데 필수적인 여러 가치가 그 시대의 정의관과 시대정신에 따라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질서와 조화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 이른바 일반
의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결 원칙과 소수에 대한 배려·존중이 조화되지 않고
분쟁이 잦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인 면에서 일반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서의 민주주의 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 있는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이를 대변하는 정당들 간의 대립과 충돌의 모습을 잦게 볼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과거 중국에서는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동물을 해태라 하고 이 해태가 다가가서 뿔로 악
한 사람을 떠받는다고 하는 데서 한자 법(氵+廌+去)의 어원을 찾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는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 경복궁 입구에 해태상을 세웠다. 한편,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 디케는 저울과 칼을 양손에 들고 정의를 심판하는데 두 눈은 가리고
있다. 저울도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잣대를 의미하지만 눈을 가린 이유는 인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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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시비와 선악에 관하여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해태나 디케가
있어 좋은 법 옳은 법을 판단해주는 이상의 세계를 꿈꿔 본다.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이 돼야 한다고 믿고, 이를 위한 당사자 간 합의가 정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합
의가 이루어져 하며, 이를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요즘 선거결과에 따라 여야가 바뀌면 정책에 관한 입장도 서로 바뀌는데 선거 전에 선거결
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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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예방적 통제와 사후처벌적 통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근래의 반부패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적 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
이 기울여 지고 있고,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역시 사전예방적 통제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국가 차원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세계적 추세라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현행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명 :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
련 규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2021년 4월 그 결실을 맺기에 이
른다.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이미 연성법(Soft Law)의 형태로 지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내 들어온다. 그리고 이를 경성법(Hard Law)화
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노력 등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입법화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경성법화 과정을 연성법 형태에서 경성법 형태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때 법률 전체를 추상적으로 조망하는 것 보다는 각 법률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형태(신고･금지･제한)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한 사항을 연성법인 공무원 행동강령과 입법 전인 정
부 발의안 그리고 최종 본회의 의결안(공포안)의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과정을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경
성법화 과정에서 놓친 점은 없는지 그리고 법률의 시행 단계에서 법률 적용상의 흠결(欠缺)
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이해충돌, 이해충돌 방지법, 반부패, 연성법과 경성법,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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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이해충돌의 의의
이해충돌은 전통적으로 행정법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아니었다. 행정법학의 근간을 이루
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르면 이른바 본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
에서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권한 행사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였
는지의 관점이 아닌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인의 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보
다는 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행정법의 주된 관심사였다. 공직자 개인의 사
익추구와 같은 부정한 동기가 재량권 행사시 개입되면 재량의 하자가 있다는 법리 정도에
서 이해충돌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1).
재적 갈등상황으로,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 단언하
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2).
결국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가리킨다고 하
겠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해충
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는 공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은 상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충돌 상황에도 불구하
고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해충돌에 대
한 규제는 부당한 직무수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공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
게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겠다3).
이해충돌은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부패를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부를 향
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공정책 결정의 합법성･공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의
준수 의지를 약화시키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정책의 개발과 그에
따른 적용, 시장의 기능 및 공공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정한 기
능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4)
1) 최계영,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제159호, 2017, 284쪽
2) OEC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OECD Guidelines and Overview, 2003, p.8
3) 최계영, 앞의 논문, 286쪽
4) OECD, 앞의 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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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는 학문적･실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부패와의 비교
부패(corruption)는 통상 공직자의 직무 의무 위반으로서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익을 추
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된다5).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 부패행위를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살펴보면,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
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
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첫째 유형(동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둘째 유형(동법 제2조제4호나
목)의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등 총 세 가지 유형의 부패행
위가 열거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의2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라는 제하에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선
언전 의미의 규정으로 읽힌다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
4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
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개념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결국 이해충돌 그 자체는 부패
행위와 등가(等價)시킬 수는 없다.
부패는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인 반면, 이해충돌은 행위자의 고의와는 무관하게 공
5)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248쪽
6)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
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
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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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에게 놓인 또는 공직자에게 발생한 상황 그 자체인 것이다7).
그 간의 주요논의가 공직 부패행위와 이에 관한 제도적 고찰, 반부패 법령의 주요 쟁점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고찰이 주를 이루었음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초기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일목(一目)과 이에
대한 세부적 고찰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
이해충돌의 규제수단은 크게 예방적 수단(preventive way)과 정보제공적 수단 (disclosure
way)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관이나 시민이 이해충돌 상황이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를 감시토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로는 공직자가 회사를 소유한 경우
에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
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들 수 있다.
정보제공 범위는 감독기관에 한정8)될 수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9)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감독기관이나 시민은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공직자가 결정에 관여하
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거나, 결정에 관여한 경우라면 결정 전반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로 인한 편견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0).
전술한 방지에 의한 규제를 학자에 따라서는 제거(removal)와 약화(neutralization)로
세분하기도 한다11). 전자인 제거는 공적 지위와 사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약 공직자가 공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사적 이해관계를 제거하여야 한다. 겸직금지,
7)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2008, 243쪽
8) 공직자윤리법 제5조는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이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의 의무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대상자 중 공개대상자는 아래 조문을 참조하라.
9)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등록재산의 공개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술한 재산등록자 중 공개의무를 부여받은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0) 최계영, 앞의 논문, 289쪽
11) Mattarella, “The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s: Rules, checks and penalties”, 201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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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신탁, 개인 재산의 처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후자인 약화는 이해충돌 상황에 있
는 공직자가 해당 결정에서 회피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해충돌 상황 자체는 용인하되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12).
입법의 방식에 관해서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과 일
반조항의 형태로 입법하고 행정기관이 개별사안에 적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
식이 있다. 전자의 방식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고, 후자의 방식은 탄
력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다.13)

Ⅱ. 경성규범 및 연성규범의 의의
1. 연성규범의 의의
연성규범(Soft Law)의 법적성격이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나, 의회를 통해 입법된 경성규범(법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성규범이라 함은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규
범이라고 하겠다. 통상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인 경성규범(Hard Law)에 대응되는 개념
으로 이해되고 있다14).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적용 또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겠다. 물론 국회에서의 정해진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이라는 형식을 통해 규제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
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성규범을 통상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 또는 사적 기관
(private institution)이 선언한 기준(standard)이나 원칙(principle) 또는 규정(norm)
의 집합체로서, 그에 대한 구속력(binding effect)이 국가의 제재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5).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겠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국
12) 최계영, 앞의 논문, 290쪽
13) 위의 논문
14) 곽관훈,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증
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183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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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정식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경성규범을 제외한 것을 연성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 좁게는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에 착안하여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을 구분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성규범 및 경성규범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연성규범의 법적 성격이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
고 있으나, 국회를 통해 입법된 경성규범(법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
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연성규범은 경성규범(법률)을 제외한 일종의 행위규범
(Rule of conduct)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속은 없으나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의 총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16)
연성규범은 국회의 정식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성규범과 명확하게 구별
이 가능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성규범도 규제 주체가 규범을 형성하고 피규제주체의 준수를 요구하
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
다. 물론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연성규범은 경성규범의 규제목적 범위 내에서 존재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17).

3. 연성규범의 한계
연성규범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상충하
거나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연성규범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성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15) Melvin A. Eigenberg, "The Architecture of American Corporate Law: Facilitation And Regulation", 2 Brekeley Bus. L. J.
167, 182(2005)
16) 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인하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3), 89면.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는 제하에 연성규범의 형태인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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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률과 충돌하는 연성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성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연성
규범 제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입법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고려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셋째, 수범자의 선택권을 보
장해야 한다는 점 등이라고 한다18).

Ⅲ.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연혁
1. 우리나라 반부패 법령의 연혁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은 세계적 추세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현행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명 :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19).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관
련 입법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2021년 4월 그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20).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한 것이 근래의 일임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간의 우리나라의 반부패 관련 법제화
현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생산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반부패 법령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라 하겠다21). 공직
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98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제도, 선물신고 제도,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을 들 수 있다22).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자율
적･능동적으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른바
공직사회의 자정작용(自淨作用)을 기대하며 입법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18) 곽관훈, 앞의 논문, 190쪽
19) 박준희,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20, 66쪽
20) 국회사무처, 제38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2021.04.29.)
21) 이와 관련하여 ‘반부패(Anti-Corruption)’ 개념을 강학상 또는 실무상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반부패 관련 법령의 범주를 달리 규
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전술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2)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은 총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장 선물신고,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5장 보칙, 제6장 징계 및 벌칙이 그것이다.

2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공직사회가 부응하지 못하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신
고,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위원회23)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다. 부패방지법 제8조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제하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금
지와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2003년 5월 19일 「공무원
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시행24)되었다.
제정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
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본격적 인식이
적인 예방 및 관리는 그간의 법과 제도 하에서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여전한 한계점을 지니
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규율 방식으로서의 규범 형식에 초
점을 맞추고 지침(Guideline)에서 출발하여 강령(Code) 그리고 법률(Act)에 이르기까지
연성법(軟性法, Soft Law) 형태에서 경성법(硬性法, Hard Law) 형태로 변화해온 과정을
조망해 볼 것이다.
이 중 현재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연성법으로 두고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은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법령의 연혁
을 일람한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법령의 연혁
연번

법령 명칭
직

자

구분

공

2

부

3

공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2015. 03. 27. 2016. 09. 28.

5

공 직 자 의

법률

2021. 05. 18. 2022. 05. 19.

무

방
원

지
행

리

시행일자

1

패

윤

제정일자

법
동

이 해 충 돌

강

법

법률

1981. 12. 31. 1983. 01. 01.

25)

법률

2001. 07. 24. 2002. 01. 25.

령

방 지 법

시행령 2003. 02. 18. 2003. 05. 19.

23)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와 기능을 합쳐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설치된다.
2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2003년 2월 18일 제정되었다.(대통령령 제17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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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령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
다)는 그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하였다.26) 그 중 대표적인 움
직임은 법안 마련을 통한 제도화라고 할 것인데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위한 법안 발의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시 안(案)은 ①부정청탁 금지 ②금품등 수수 금지 ③이해충돌 방
지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해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27) 등으
로 인하여 당시 국회 내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 심의 과정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
시킨 뒤 위 ①과 ②만으로 구성된 법안을 입법 완성시킨다. 현행의 청탁금지법이다. 이해충
돌 방지 제도가 포함된 법안의 첫 번째 제출이 이렇게 마무리 된다.
【표 2】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를 위한 국회의 심사 현황 - 제1차 법안 제출28)
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2013.08.06.

2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

2013.12.06.

3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2013.12.10. 상정, 제안설명 및 소위회부

4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4.04.25.

상정

5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4.05.23.

상정

6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4.05.27.

상정

7

제32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4.12.02.

상정

8

제32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

2014.12.03.

상정

9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5.01.08. 상정 및 의결(위원회안 가결)

10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5.02.24.

상정

11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5.04.21.

상정

12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

2015.04.27.

상정

상정

25) 「부패방지법」은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이 제정되면서 폐지된다.
26) 권익위는 2012년 1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는 바,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이해충돌 확인, 상담,
관리조치 및 위반사항 조치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는 입법 이전 제도개선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27) 박준희, 앞의 논문, 44쪽
28) 의안번호는 1906272, 제안자는 권익위, 제안일자는 2013년 8월 5일,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회부일은 2013년 8월 6일, 상정일은
2013년 12월 6일이다. 제안회기는 제19대 국회(2012년~2016년)로서 제317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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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3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5.07.21.

상정

14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5.11.17.

상정

15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

2015.11.25.

상정

16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6.02.18.

상정

17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2016.05.29.

폐기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제외된 채 청탁금지법이 입법된 직후부터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부
패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29). 이어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만
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국회의 임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차 제출부터는 독립된 법률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제출의 경우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약 5개월 앞두고 정무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져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폐기에 이른다.
【표 3】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를 위한 국회의 심사 현황 - 제2차 법안 제출30)
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2020.01.09.

2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0.02.20.

상정, 제안설명 및 소위회부

3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2020.05.29.

폐기

이윽고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 동 법률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였다. 권익위는 제1차(제19대 국회) 및 제2차 제출(제20대 국회) 경험 그리고 연성법
형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던 터라 제3차 제출안은 제2차
제출안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2020년 5월 30일 시작되었고, 다
음 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에서의 심사 절차가 착수된다. 제380회 국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이듬해인
29) 최계영, 앞의 논문, 313~314쪽
30) 의안번호는 2024480, 제안자는 권익위, 제안일자는 2020년 1월 8일,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회부일은 2020년 1월 9일, 상정일은
2020년 2월 20일이다. 제안회기는 제20대 국회(2016년~2020년)로서 제374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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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로부
터 6일 후인 3월 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회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지난 2018~2020년 사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31). 이를 기화로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심사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
작한다. 이러한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법안에 대한 수정 논의32)가 있었고
이에 정무위원장은 2021년 4월 22일 정무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새로이 상정 후 이를 최종
안으로 의결하게 된다.
【표 4】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를 위한 국회의 심사 현황 - 제3차 법안 제출33)
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1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2020.06.29.

회의결과

2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0.07.28.

상정, 제2소위 회부

3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2.24.

상정

4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18.

상정/제안설명

5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23.

상정/제안설명

6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2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7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31.

상정/제안설명

8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4.02.

상정

9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4.12.

상정

10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4.13.

상정

11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1.04.1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12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1.04.22.

13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34)

2021.04.22.

14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1.04.22.

의결(대안반영폐기)

의결(대안가결)

31) 문화일보, “LH직원,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 021030201030127328001, 2022.04.20. 검색
32) 국회사무처,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2021.04.22.)
33) 의안번호는 2101023, 제안자는 국민권익위, 제안일자는 2020. 6. 25.,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회부일은 2020. 6. 29., 상정일은
2020. 7. 28.이다. 제안회기는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로서 제379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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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1.04.29.

의결(수정가결)

16

제386회 제4차 본회의 상정

2021.04.29.

원안 가결

17

정부 이송

2021.05.07.

18

국무회의 의결

2021.05.11.

통과

19

법안 공포

2021.05.18.

공포번호 : 1819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이해
충돌 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도입 방식, 규정 형태, 적용범위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
여 결국 이를 제외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收受) 금지만을 포함한 법안을
지 규정을 두루 반영하여 연성법화에 성공한다35). 이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
한 단일한 형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나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이 폐기되고,
이어서 제21대 국회에 재차 제출하고 정무위원회 공청회(2021년 3월 17일), 총 8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2021년 5월 18일 법률안이 공포되기에 이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경성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표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현황 일람표
연번

법안명칭

의안번호

입법예고기간

제안일자

의결일자

결과

국회

1

부정청탁 금지 및
2012.09.22.
공직자의
1906272
2013.08.05. 2016.05.29.
~ 10.02.(40일간)
이해충돌 방지법안

임기
만료
폐기

제19대

2

공직자의
2019.07.19.
2024480
2020.01.08. 2020.05.29.
이해충돌 방지법안
~ 08.28.(40일간)

임기
만료
폐기

제20대

3

공직자의
2020.05.19.
본회의
2101023
2020.06.25. 2021.04.29.
제21대
이해충돌 방지법안
~ 06.08.(21일간)
의결

34)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대안(代案)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의안번호는 210918, 제안자는 정무위원장(제안 당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었다), 제안일자는 2021년 4월 29일,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상정일은 2021년 4월 22일, 처리일은
같은 날이다. 제안회기는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로서 제386회였다.
35)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97호)은 2018년 1월 16일 일부개정되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대거 포섭하게 되고 같은 해 4월 17일
시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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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해충돌 방지법의 유형별 고찰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관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예방적 통제와 사후처벌적 통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근래의 반부패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
적 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고,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역시 사전예방적 통제
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총 4장 26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
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앞서 제시한 이해충돌에 대한 통제
의 수단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법안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 및 관리, 제3장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에서는 징계 및 벌칙
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제2장 및 제3장에 실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준수 등을 위하여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겠다36).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
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
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그 주요 내
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법 제5조),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
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법 제7조), 고위공
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법 제
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법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법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법 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법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
용 금지(법 제14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법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법 제18조부터 제20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
36) 박준희, 앞의 논문,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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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이미 연성법의 형태로 지난 2018년 4
월, 공무원 행동강령 내 들어온다. 그리고 이를 경성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노력 등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입법화에 이른다. 이를 각 조항별로 살펴보
는 것 보다 조항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형태(금지･제한･신고)로 대별37)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은 강학상 주로 사용되는 연성법이 경성법화 되는
과정을 일별(一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주요 내용(신고･
금지･제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되면서 그 법적 효과가 단순한 내부적 징계보다 형사
벌적인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罰則)으로 강화되었다는 측면의 강조도 한 측면을 이룰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한 사항을 연성법인 공무원 행동강령38)과 입법 전인
정부 발의안39), 그리고 최종 본회의 의결안40)의 세 범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과정을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법 시행
을 앞두고 부족한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고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및 그 내용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이른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성을 지닌 자) 사이
의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 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제도가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신고 제도를 살펴보면 법안에서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총 5가지로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
37) 권익위 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는 보도자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총 10개의 행위기준으로 나누어 설명
하고 있는데, 신고･제출 의무 5가지(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직무관련
자와의 거래 신고 ④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금지 행위 5가지(①가족 채용 제한 ②수
의계약 체결 제한 ③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가 그
것이다.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권익위 보도자료, 2021년 5월 18일)
38)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0607호,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 2020년 5월 27일 시행)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그것을 표준으로 삼기로 한다
3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 1023, 제출일자 : 2020년 6월 25일)
4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년 5월 18일 제정, 2022년 5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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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직
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를 들 수 있다.
행동강령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대한 제척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정부안
에서는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그 제한을 두었고, 최종안에서는 이를 14일로 늘려 불필요한
위법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역시 사적 이해관계
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행동강령에서는 제척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다가, 정부안에서 안 날
부터 5일 이내로 설치를 하고 최종안은 안 날부터 14일 이내로 확정하기에 이른다. 가장 특
징적인 조항은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라 하겠는데 권익위 마련안에서는 빠져있던 것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다시 포함시켜 통과시킨다. 연성법 형태로 있던 이해충돌 방지를 위
한 신고제도가 현행 그대로 경성법화 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표 6】 이해충돌 방지장치로서의 『신고』 제도의 경성법화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조항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제목
사적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이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일 경
관계의
주요
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
내용
신고

제5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
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
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
로 신고 및 회피 신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
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및 회
피 신청

조항 제16조

제8조

제9조

제목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2.
직무
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
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거래 주요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
신고 내용 원과 직접 거래행위 등을 하
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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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거래 등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
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을 한
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
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
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
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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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구분

조항 제5조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제7조

조항 제5조의6

“없음”

제목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없음”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
퇴직자
속 기관의 퇴직한 날부터 2년
사적
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자와
접촉 주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 “없음”
신고 내용 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신고
조항 “없음”
제목

“없음”

5.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주요
신고 내용 “없음”

제6조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
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
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
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
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와 사적 접촉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일정
한 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
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일정
한 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
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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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
3.
제목
무활동 내역 제출
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
공직자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
민간
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분야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주요 는 임기 개시 전의 3년 간의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활동 내용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
내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 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
제출
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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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및 그 내용
법안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의 행위제한 유형의 하나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총 4가지로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0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비밀누설 금지(제23조)를 들 수 있다.
우선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제13조)의 경우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관행적
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통제하고 규제
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여 입법을 하였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의 금지(제10조)는 공직자
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은 외부활동을 할 경
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
가 있음에 착안하여 설치한 조항이라 하겠다. 조항의 제목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였다가 정부안에서는 이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바꾸었고
이것이 최종 입법에 이른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제14조)의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이라고 하였다가 정부안 및 최종안에서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로 바꾸었
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
래를 할 경우 개인적 부패행위를 넘어 공정한 자원 배분 및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서 착안한 조항이다. 전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으로 촉발된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기도 하다41).
【표 7】 이해충돌 방지장치로서의 『금지』 제도의 경성법화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조항 제13조
제12조
제13조
1.
공용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
사적 제목 금지
수익 금지
용･수익 금지
사용
41)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본 법에서 가장 중한 형으로 다스리고 있음에 미루어 본 조항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경성법화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
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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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주요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
내용 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
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선박･항공기･건물･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
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
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선박･항공기･건물･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
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사용･수익

조항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구분

수익
금지

제목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주요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
내용 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

조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래 등의 제한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비밀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
이용
주요
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금지
내용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
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

4.
비밀
누설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
위 등을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
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

조항 “없음”

제21조

제23조

제목 “없음”

비밀누설 금지

비밀누설 금지

주요
“없음”
내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고
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부
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고
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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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및 그 내용
법안에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서 공직자에게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의 2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가족채용 제한(제11조)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경쟁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
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대단히 크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었는 바 이는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채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었음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자체를 원
천차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금지라고 하겠다42). 반면에 수의계약 체
결 제한(제12조)의 경우는 전술한 가족 채용 제한 조항과 그 구조면에서는 동일하나 수의
계약 체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가족채용 제한 조항과 근본적 차이가 있
다.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8】 이해충돌 방지장치로서의 『제한』 제도의 경성법화43)
구분

1.
가족
채용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조항 제5조의4

제10조

제11조

제목 가족 채용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인사업무 담당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
자･산하기관 담당자 등은 자 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
주요 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 족 채용 자체를 금지
내용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 금지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
자･ 채용업무 담당자･산하
기관 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자체를 금지

42) 박준희,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처 법제, 2020, 21쪽
43)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영 제15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영 제17조) 관련 사항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 바라보기에는 입법 취지, 제도적 측면 등에서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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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조항 제5조의5

제11조

제12조

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주요 자･산하기관 담당자 등은 자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내용 신이 소속된 기관 등과 수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 수의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처음으로 입법을 위한 논
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44)가
빠지게 되고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 내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상당 부분
포섭된다. 연성법화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
었고 총 3회에 걸친 국회로의 제출 끝에 2021년 4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경성법
화, 즉 법률로 완성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입법의 변화 속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은 최초로 등장한 2013년 원
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시 수립되었던 제도와 설치된 법률 조항이 거의
그대로 현재 입법화 되었고,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비위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입법 논
의가 가속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 사항을 다룬 2
개의 조항이 추가적으로 신설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요컨대, 2018년 4월 이래 연성법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던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이제
경성법 형태로 상향입법되었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08호)까지 마련되었는 바, 이해충
돌 상황을 마주한 공직자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지침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입법 목적이 현장에서 성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신고･금지･
제한 형태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연성법에 없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45)’ 조항과 ‘비밀누설 금지(법 제23조)46)’ 조항이 신설되었음은 특이한 지점
44) 당시 법안에서는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목 아래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45)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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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래 [표 9] 참조) 이는 국회 심사 중에 전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이 발생함
으로써 입법을 촉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47).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직자가 수수(收受)할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과 같은 예외규정이 마치 법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 양 ‘과잉대표’되는 일이 이
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제6조 및 제23조를 체계 정합성 안에서 전체
적인 해석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징계 및 벌칙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에 대한 위반의 효과로서 징계를 규정
하고 있다. 즉 영 제19조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이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
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
영 제20조는 징계 등이라는 제하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
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연성규범 형태인 행동
강령은 내부적인 징계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해충돌방지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7)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에 따르면 정책문제의 흐름이 다른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바, LH사태는 이른바 정책문제의 흐름의 한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Kingdon은 Cohen, March&Olsen의 쓰레기
통 모형을 수정･변형하여 다중흐름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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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살펴보면, 법 제26조에서 징계라는 제하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징계 사항
으로 보다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27조는 벌칙48), 제28조는 과태료49) 규
정을 두고 있는 바, 이해충돌 방지 장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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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9)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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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최초 제기된 2013년 이래 연성법화 되는데 까지 만
7년, 경성법화 되는데 까지는 만 9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간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반
법률과 제도가 사후 통제(적발) 중심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은 부패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즉, 부패의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본래 의
미의 반부패 제도라 하겠다.
아울러 여러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은 정치적 스캔들의 여
파로 제정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50). 그 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역
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 촉발되면서 정책적 트리거(Trigger)
의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공직 비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열망을 끌어올려 입법화 완성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자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과정을 관찰하면서 다음의 입법론
적 방향을 제언해 본다.
첫째, 이해충돌 방지법의 집행력(執行力) 강화를 위하여 적용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
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2022년 5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마련
및 당해 법률의 전파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51). 법률에서 사전통제로서의 의미
를 갖는 신고 및 금지･제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입법을 한 사항은 총 19
가지52)로서 이와 관련한 실무상의 행정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령을 촘촘하게 적용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행력(實行力) 강화를 위한 실무적 대책이 필요하다. 연성법
형태인 공무원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그대로 경성법화 되면서 이제는 명실상
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갖춘 국가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50) 박경철,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24쪽
박규환,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40쪽
장원규,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24쪽
51)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권익위 보도자료, 2021년 5월 18일)
52) ①법 제2조제3호 라목 ②법 제2조제3호 파목 ③법 제2조제6호 바목 ④법 제2조제6호 사목 ⑤법 제2조제6호 아목 ⑥법 제5조제1항제
16호 ⑦법 제5조제3항제1호 ⑧법 제5조제5항 ⑨법 제6조제1항 ⑩법 제6조제2항 ⑪법 제6조제4항 ⑫법 제7조제5항 ⑬법 제8조제5항
⑭법 제9조제1항 ⑮법 제9조제4항 ⑯법 제12조제1항 ⑰법 제15조제2항 ⑱법 제19조제2항 ⑲법 제1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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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규정 중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라든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
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신고가 중심이 되는 조항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포섭된
행동강령 시행(2018년 4월 ~ 2021년 6월) 기간 중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 또는 감사 지적
사례를 찾기 어려워 종국적으로 조항의 실효성(實效性)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이해충돌 방지
법 각 조항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각종
사무처리 운영지침 등의 마련 등) 또는 각급 기관별 실무적 노력(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한 표준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연성 규범으로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을 그 규제(통제) 대상으로
삼았던데 반하여, 경성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등 공직자 대상의 규제가 가능해져 실행력의 범위 차원에서도 경성규범화의 정당
일련의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신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자신의 사적 이익 사이에서 ‘거리두기’를 할 때 건강하고 공
정한 직무수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거듭 강조하면서 청렴한 세상을 꿈꿔본다.
【표 9】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연성법 및 경성법 관련 내용
구분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7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8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5조의6)

“없음”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없음”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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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

금지

제한

3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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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ard legalization process about Prevention
Instit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Jun-Hee PARK
Deputy Head of Department,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tegrity Instructo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법
제
Legislation

Methods for controlling corruption in public official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preventive control and post-punitive control. In relation to the recent
anti-corruption system, more attention is paid to preventive control an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st of countries are investing considerable energy in
preventive control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is a global trend that the national level of interest is increasing in the
control of conflicts of interest situations with a high risk of causing corruption.
In Korea, in the process of enacting curr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2015, efforts were made to introduc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But it was failed to cross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public opinions for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have continued to come to fruition in April
2021.
In Korea's legal system, the device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form of a soft law i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Enforcement Decree) in April 2018. And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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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the standing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it a hard law, it will be enacted into legislation in
April 2021. This series of hard legalization process is to be analyzed focusing
on the change from the soft law form to the hard law form. In this case, rather
than looking at the whole law in an abstract way, the detailed form(Report ･
Prohibition ･ Restriction)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each law.
We would like to examine it by dividing it.
In addition, the matters related to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devic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as a
Soft Law, the government initiative before legislation and the final plenary
resolution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ccording to this study, we will take a look at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hard legaliza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device in Korea and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shortcomings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hard law and whether there are an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Key Words: Conflict of Interest, Public Official Ethic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nti-Corruption, Soft Law and Har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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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그 서비스사업이 독
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
련하여, 최근 전기요금 부과조항에 대한 위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을 조세 내지
부담금과 구분되는 공공요금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임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인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공공요금에 관한 현행 관련 법제는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 상위 법률에 그 대강의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 행정입법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공
요금 결정과정에 전적으로 공기업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
이 개입될 여지를 생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대해 깊이 있게 심리를 하지 아니
한 채 단순히 법문언의 형식에 국한하여 재산권 침해여부를 생략하고 더 나아가 의회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판단 유탈에 가깝다. 이에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무관하게 장래에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
가 절차적으로 보장되도록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적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요금의 결정 및 그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
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미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요금관리위
원회’와 같은 기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요금에 관한 행정입법에의 위
임과 같이 현대 국가에서 위임입법이 지나치게 증대하는 현상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날로 증대되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해 의회유
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대한 보다 정치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전기요금의 법적성질, 공공요금, 재산권 보장, 공공요금관리위원회, 행정입법의
한계, 의회유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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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 팬데믹1)으로 인하여 경제 불황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
금의 상승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억지로 막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공공요금은 그 자체로 국
민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초래한다. 즉, 법원에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하며 해당 전기요금부과처분 취소나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2), 전기요
금부과의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나라도 일찍이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3)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여러 이유로 입법권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입법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점, 정보 사회
화됨에 따라 그때그때의 사정변화에 즉응해야 하는 입법 분야가 확대된 점 등은 행정입법
의 필요성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4) 그런데 이러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
응하겠다는 미명 하에 행정입법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상이 당연시되는 것은 일응 문제가
있다.5) 이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수요와 권력분립과 같은 헌법상의 규범을 어떻게 조화
1)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무관하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가 팬데믹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3.11.(현지시간 기준) 코
로나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2)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6.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나103175 판결 참조.
3) 전기사업법[2022.3.25. 법률 제18469호, 2021.9.24.,타법개정] 제1조(목적)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이혜진, 입법권 위임금지법리로서의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의 정합적 이해 -,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2019.11., 322면.
5) 성중탁,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反論) - 문제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비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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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
판소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은 전
기요금부과의 법적성격을 최초로 밝히고, 그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는 해당 결정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의 법적성격을 그 유사 개념 및 과거 판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한 후 행정입
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문제까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
1.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
받는 전기 사용자이다. 제청신청인은 한국전력공사가 2016.7.3.부터 같은 해 8.2.까지 제
청신청인이 사용한 525kWh의 전기에 대해 12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자, 한국전력
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제청신청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11.16.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채무는 68,670원을 초과하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7357)
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제청법원’이라 한다)은 제청신청인이 위 소
송 계속 중 2017.3.6.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2017카기10005), 그 중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
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7.7.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
였다.

법학회, 2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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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사
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제1항6) 중 ‘전
기요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내용
가. 법정의견
(1) 전기요금의 법적성격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 재의 성격을 가진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하는 한편, 전기판매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
가안정법’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
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보고 그 산정에 공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는
데, 전기판매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전기 사
용의 대가인 전기요금은 물가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요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기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전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
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
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 내
지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즉,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의 부과 그 자체로 전기사용자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
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전기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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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전기요금의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인들, 산업구조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할 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
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의회유
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
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도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
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위 법령에서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의 안
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산정 원칙이나 산정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충분
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반대의견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
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기본요소인 전기요
금의 산정에 관하여 전기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
고 있지 않고,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도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되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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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먼저,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은 전기요금부과체계의 부당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전기의
사용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전기 사용의 대가인 전기요금은 물가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
요금에 해당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의 공
급과 그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조세 내지 부담금과는 구분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공공요금과 조세 및 부담금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며, 이를 통하여 공공요금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
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국회가 그 통제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정하여질 사
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
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가 스
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전기요
금약관에 대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
라서 헌법재판소의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인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위임입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Ⅲ.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1. 공공요금의 개념
가. 공공요금의 정의
공공요금에 대한 개념정의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서비스 공급주체
인 ‘공익기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공공요금이란 ‘공익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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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말한다. 둘째는 ‘정부의 개입’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즉, 공공요금이란 ‘정부’가 직
접 개입하여 규제하는 사업요금이며, 통상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를
지닌 서비스요금 혹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자가격을 말한
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요금 전반을 귀납적
방법으로 공공요금이라고 이해하는 경우7)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공요금의 개념
이다.8) 살피건대 공공요금의 의미 및 유사개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요금의 개념은 ‘공익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서비스’요금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
는’ 요금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9)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는 공익산업 부문의 사회적 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요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현실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10)

나. 공공요금의 개념 요소11)
(1) 공익기업12)
공익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연 독점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 따라서 소유 내지 경영상태에 중점을 두어 사기업에 상
대하는 개념인 공기업과 구분된다. 공익기업의 개념을 분석하면, 먼저 공익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며, 경제적 이유 혹은 안보적 차
원에서 독점 혹은 과점성이라는 기업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공익기업이 공급하는 대상은
주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장이 곤란하며, 생산･공급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13)을 가지고
있다.

7) 예컨대, 미용요금, 세탁요금, 숙박요금 등과 같은 정부발표나 언론에서는 ‘대중요금’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8) 이호용, 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학연구 재50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0., 4면.
9) 문영세, 공공요금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제10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1998.8., 330면.
10) 이호용, 앞의 논문, 4면.
11) 이호용, 앞의 논문, 6-9면 요약 발췌.
12) 공기업(公企業)이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공기업은 중앙정부나 지
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적인 성격이란 정부가 물품, 또는 그 서비
스를 국민(공중)에게 제공할 때에 그 대가(對價)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 행정적인 사업과는 구분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공기업의 개념을 크게 나누면 (1) 공익 기업(公益企業 : public utility), (2) 공사(公社 : public corporation,
government corporation), (3) 공공 기업체(公共企業體), (4) 공영 기업(公營企業)이 있다.
13) 예컨대, 한국전력의 전기서비스는 생산자가 생산하였다가 저장해 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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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서비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경제재는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되며 대체로 재화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가격,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요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전
기요금은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 관리 가능한 재화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공요금에 포함
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이해되며, 이것들을 공공요
금에서 배제할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공공요금의 개념은 사회적 서비스를 넓게 이해하여
일정한 공공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도 공공요
금이란 “주무부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물가안정법 제4조 제1항)”이라고 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포함
하고 있다.
(3) 정부의 직접적 개입
공공요금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사회적 서비스가 사회전체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
도록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전기･가스 등 사회적 서비스는
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라고 하여 언제나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비용이
큰 경우라면 다수 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은 파멸적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신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따라
서 공공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만이 공공요
금이 된다.
(4) 소결
공공요금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사업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서
비스 요금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때의 독점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익기업의
진입이나 수급에 규제가 이루어져 유효경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공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기업’과 ‘정부의 개입’이라는 두 가지 징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만약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에서는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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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활용, 공공기업은 필요재원의 충족,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의 공평･적정성 등을
공공요금에 요청하고 있다.

2. 공공요금의 구분 – 조세 및 부담금과의 구분을 중심으로
가. 개설
헌법재판소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
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조세 내지 부담금과는 구분된다.”14)고 하였다. 이에 공공요금을 조세 및 부담금의 개념과
비교, 검토하여 구분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 조세 및 부담금의 개념
(1) 국민부담
일반적으로 국민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공
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등의 재원조달수단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
는 조세부터 부담금은 물론 사회보험료15)나 각종 사용료16)와 수수료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를 보이고 있다.17) 아래에서는 국민부담 중에서 조세와 부담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14) 헌법재판소 2021.4.29. 2017헌가25 결정.
15)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바88 결정.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
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비록 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16) 헌법재판소 2007.12.27. 2004헌바98 결정.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
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이기는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공물을 점용하려는 자로서는 공물의 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른 대상, 면적, 점용 방
법 및 기간과 점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점용료부과처분이 행하여진다.”
17) 원윤희･박훈, 국민 부담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조세와 부담금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6., 23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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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지우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
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조세법률주의
를 의미하는 헌법 제59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조세는 국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른 수단들에는 없는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이 부여된다.18)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
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그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3) 부담금
부담금19)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공익사업에 관련된 특정인에 대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
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20)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담금은 그
조달 목적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실현 목적을 가
지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22)으로 구분된다. 부담금은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인 국회의 입법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40조와 제119조, 제120조, 제122
18) 원윤희･박훈, 앞의 논문, 242면.
19) 부담금관리기본법[2022.1.6. 법률 제18243호, 2021.6.15., 일부개정] 제2조(목적)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
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
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0) 원윤희･박훈, 앞의 논문, 243면.
21)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재정조달을 위하여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지만, 조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통제장치가 없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화 여부를 논하는 경우 첫째,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
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부담금의 예외적 성격과 특히 부담금이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
용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
사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결정)
22)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의 경우 재정조달목적은 오히려 부차적이고 그보다는 부과 자체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더 주된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
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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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을 국가의 특별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권한을 입법자에게 포괄적으
로 부여한 규정으로 이해하여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도 재산
권을 제한하는 것인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23)

다. 공공요금･조세･부담금의 구별 문제
(1) 공공요금과 조세･부담금의 구분
공공요금은 공익기업이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
스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게 공법상 강제로 부과되는 조세의 성격을 갖
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의 표지에 공공요금이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24)
(2) 조세와 부담금의 구분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 부담금과 조세는 매우 유
사하지만,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
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일
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5) 즉, 부
담금은 사용목적,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에서 조세와 구분된다. 우선 목적에 있어서 부담금
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있는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
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또한 부담금은 그 부과대상에 있어 조세
와 다르게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조세는 일반국민 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며,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23)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결정.
24)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부담금’표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도
서･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49조 각 호에서 정한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요금과 부담금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1.4.29. 2017헌가25 결정)
25) 헌법재판소 2004.7.15. 2002헌바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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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반면에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6) 한편, 특별부담금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
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고 본다.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
반 국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사의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
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 정
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27)고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닌 특별부담
금으로 보았다. 특별부담금은 조세, 부담금, 수수료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법에 기
초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인 공과금에 해당한다.28) 이를 다른 종
류의 공과금인 조세와 비교할 경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일반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금전에 해당하나, 특정 공
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29) 또한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처럼 텔레비전 이용료를 낼 경우라
면 수수료라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단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
면 부과되므로 행정수수료와 이용수수료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대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가. 전기료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전기요금이 조세나 부담금과는 구별되는 공공요금에 해당한
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조세인지, 수수
26) 성중탁, 부담금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7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8., 470-471면.
27) 헌법재판소 1999.5.27. 98헌바70 결정.
28) 김용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 인권과 정의 제363권, 대한변호사협회, 2006.11., 125-126면.
29) 김용섭, 앞의 논문, 127-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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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또는 사용료인지, 인적공용부담의 일종으로 수익자 부담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과금의 개념은 매우 다
양하다.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법에 기초하여 자금조달 위하여 강제적으로 부
과하는 금전을 통칭한다. 공과금에는 크게 조세, 수수료 내지 사용료, 부담금, 특별부담금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사건 전기요금이 공과금의 여러 가지 형태 중 어디에 속
하는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은 물론 전기요금부과의 실질과 부과 요건 등에 따라 구
분하여 충분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결정에서 헌재는 만
연히 전기요금이 가지는 개별 공과금의 본질적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
의 보호 범주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한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30)

나. 공공요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 위헌심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
기본권 보장의 역사에서 재산권 보장은 인간 생존의 물질적 기초에 대한 보장이라는 점
에서 다른 기본권 행사를 위한 물질적 전제 조건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재산권 보장
을 통해 실현되는 이러한 자유권 행사를 위한 경제적･물질적 조건의 보장은 기본권의 실질
적 행사를 위한 규범적 보장체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외에도 개개의 국
민에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보장과 함께 재산권의 대상에 대한 주관적 권리로서 사적 유
용성(私的 有用性)과 처분 가능성(처분권능)을 부여한다. 따라서 일반 조세나 부담금과 마
찬가지로 공공요금의 지출은 분명 금전적인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지출(손실)을 초래하므
로, 과거 헌법재판소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사건에서처럼 이 사건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재
산권의 보호 범주로 편입하여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의 위헌심사
를 따로 하였어야 마땅하다.31)

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공공요금 개념 해석의 한계
헌법재판소는 “물가안정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
30) 김용섭, 앞의 논문, 128면.
31)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본 결정에서 헌재는 , 전기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전기공급을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으로 보아 의회유
보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였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됨은 당연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으로 보아 본질적 사
항으로서 어느 범위까지 법률로 정하는가의 문제인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판단 만으로 충분히 심사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헌재
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법률사항과 위임명령(행정입법)에 규율될 사항(범주)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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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보고 그 산정에 공법상 규제를 가
하고 있는데, 전기판매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사업’에 해당하므
로 전기 사용의 대가인 전기요금은 물가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요금에 해당한다.”32)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물가안정법 제4조는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물가안정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공공요금”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 개념은 다른
법률에서 요금이나 가격에 개입하는 모든 경우의 요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3) 이렇듯 현
행 물가안정법 조항만으로는 공공요금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현행 법률상의 개념은 공공요금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획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모든 공공요금을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즉, 공공요금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기타 행정법상 작용수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정･승인･인가 또는 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요금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34) 이렇
듯 현재 법령상 공공요금의 개념은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점을 감안하여 현행 법제상의 공공요금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 공공요금 결정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
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인가의 기준을 하위 시행령에 전
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위 약관에서 정한 전기
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어야 하고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되어
32) 헌법재판소 2021.4.29. 2017헌가25 결정.
33)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2., 34면.
34) 백옥선, 앞의 논문,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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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전기요
금이 결정’되도록 한다(동법 제16조의2 제1항). 위와 같이 전기요금, 즉 공공요금의 결정절
차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보호를 위해 주무 행정관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결정의 주체가 오로지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인 한전 등 당해 사업자
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과연 소비자인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있
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첫째, 정부투자 기관인 공공기업에 독점적인 지위
를 부여하고 요금규제를 하는 것은 이익과 비용의 적정한 배분의 원리를 관철시키고 경쟁
의 대체적 기능을 규제에 의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감시와 의견 개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공공요금 결정절차에 있어서 소비자가 관여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둘째, 공공요금은 신고절차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점에
서 정부 규제가 존재하나, 궁극적으로 공공요금 결정의 주체는 사업자이다. 소비자인 국민
이 요금결정과정에 배제된 상황에서 단순히 신고절차만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
업의 기업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리보호라는 양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35)

4.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개선방안
가. 쟁점
소비자인 국민의 재산권, 소비자 선택권 등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현행 법률상 공공요금
의 결정 방식은 분명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
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요금 결정 절차를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공
공요금 결정 절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5) 이호용, 앞의 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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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요금 결정 절차 비교36)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절차

미국의 공공요금 결정 절차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로서의
자격도 없어 사실상 현행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즉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부과하는 각종 공공요금이 자문기관인 관련 심의회의의 논의를
거쳐 주무부장관 등 독임제 행정관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소비자인 국민은 그 요
36) 조택, 공공요금 결정과 시민참여 – 한국과 미국의 비교사례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제15권 제4호, 2006.12., 177면, 181면 참조.
37) 규제기관이나 다른 모든 참여자들은 공익사업회사가 언제, 어떻게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는지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전기 연료의
선택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조사한다. 수 백 개의 질문이 오가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수 천 개의 서류가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요금결정과정에서는 공익사업요금과 운영에 관한 모든 측면이 공개되어 검사받는다.
38) 제출된 서류에 대한 모든 관계자들의 상호검토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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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을 원하는 공익사업회사의 공식적인 서류
제출 및 이를 다른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이 사실을 공고
↓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규제기관이 참여하여 공청회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개최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발견(discovery)”37)의 과정으로서 완전하게
공개된 조사 시작
↓
전기사업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기요금
공익사업회사의 증언, 자료, 답변 등에 대해 연구한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
후 참가자들은 가격과 기업의 관행에 대한 자신들의
↓
제안을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및
↓
소비자보호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청회 재개최38)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
거친 후 인가
공익사업회사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증거,
↓
주장, 답변 등을 요약한 문서와 이에 대한 답변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정안 및 시행일정 등에 문서가 제출되고, 다시 문서에 의한 증언에 대하여
대하여 당정협의 및 청와대 보고 병행
몇 달 동안 상세한 “발견(discovery)”을 행함
↓
규제기관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순응하여
새로운 요금제도 시행 혹은 참여자 항소를 하면 다시
위의 단계 반복

법제논단

금 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행정절차법의 시
행으로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제로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청문회나 공청회 등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소비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요금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절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신고절차만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요금결
정 방식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의 공공요금 결정과정은 규제의 모든 측
면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널리 공개되어 있으며, 원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나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즉 공익사업회사(공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포함하여 공익사업
서비스에 요금을 지불하는 일반시민, 기업 고객, 정부기관, 소비자 집단, 요금조정을 신청
한 공익사업회사들과 심지어 그 경쟁회사들까지 누구나 요금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다.39)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 사회적･
기능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독임제 행정관청에 의해서 요금규제가 이
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공공요금규제는 일정한 ‘적정절차40)’를 구비한 위원회 형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련 위원회가 요금 결정 등에 관하여 충분한 권한을 가
지고 있고, 각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며, 요금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비롯한 세밀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도 마련
하고 있다.41)
우리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소비자의 권리 역시 실체적 권리는 물론이고, 절차적인 권리도 보
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사건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적정절차가 마련되어 있
지 않은 현 상황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42) 이에 공공요금 규제의 합리성
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요금결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가 절차적으로
39) 조택, 앞의 논문, 182면.
40) 이호용, 앞의 논문, 25면 참조. “미국과 우리나라는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법제도에 사회적･기능적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공공요금규제는
일정한 ‘적정절차’를 구비한 위원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위원회와 공청회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는 소비자
대표는 민간단체의 관계자들도 있지만 지방소비자행정조직의 담당자가 정부나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대표로서 참석하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적정절차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41) 이호용, 앞의 논문, 25면.
42) 김춘환,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2.,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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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향
이에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및 부과 절차에 있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감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
구가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모델의 공공요금관리위원회 설
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43) 우리나라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독임제 행정
기관에 대신하여 공공요금 결정기구로서 관련 행정위원회나 (이익대표) 자문위원회 등이
공공요금 결정기구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44) 또한 공공요금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권을 강화하고, 요금결정과정이 담긴 심의자료 등의 공개와 공청회의 민주화 등
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45)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제출, 청문, 공청
회 등 행정절차법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인 국민이 개최된 공청회나 청문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더라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면 그 참여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므
다. 더불어 소비자가 이해하고 비교하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최대한 표준화하는 것도 중요
할 것이다.

Ⅳ.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1. 위임입법
가. 행정입법의 의의와 그 필요성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렇게 제정된 규범
으로서의 명령이다. 따라서 행정권(행정청)의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
43) 이호용, 앞의 논문, 26면.
44) 이호용, 앞의 논문, 16면.
45) 김춘환, 앞의 논문, 324-325면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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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소비자의 참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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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처분)와 구별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란 불특정･다수의 사안에 적용된다는 것, ‘규
율’이란 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46) 행정입법은 주로 국회 입
법권에서 파생한 입법으로서 법률의 위임(수권)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에 해
당한다.47) 위임입법이란 법률의 위임 혹은 수권에 따라 제정된 법률 하위의 법규범을 말한
다. 위임입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곤 한다. 첫째, 입법수요
의 급증이다. 행정국가화, 복지국가화 된 오늘날 국가의 과제는 넓고 심화되었다. 국회 제
정의 법률로 이 모든 입법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전문적
입법규율의 요청이다. 오늘날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현실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전문
적･세부적 입법규율은 본질적으로 정치기관인 국회의 과제로 적합하지 않으며, 행정부 등
해당 분야의 전문 관료의 과제로 보다 적합하다. 셋째,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의 요청이
다.48)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강화된 민주절차적 요청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변화하는 현실
에 신속히 대응하기 곤란하다. 정보, 기술, 경제 등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의 구체적 대응에
는 위임입법이 적합하다.49) 즉, 현대 사회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입법수요가 크
게 증가한 점,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때그때의 사
정변화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문 입법 분야가 확대된 점, 법률의 일반적인 속성이 특정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이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인
정하게 된다.50)

나. 위임입법의 증대에 따른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기능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은 현대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로서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무
엇보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46) 하명호, 행정법(제4판), 박영사, 2022., 238면.
47) 김하열, 헌법강의(제4판), 박영사, 2022., 871면.
48) 헌법재판소 2004.10.28. 99헌바91결정. “오늘날 국가가 소극적인 질서유지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질서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규율의 대상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기능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모든 생활관계에 대하여 국회입법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 … 따라서 기술 및
학문적 발전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국회입법이 아닌 보다 탄력적인 규율형식을 통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다.”
49) 김하열, 앞의 책, 872면.
50) 성중탁,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反論) - 문제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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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면서도, 제75조와 제95조에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주요 본질적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규율을 국회가 행정부에 전
적으로 위임하게 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한 입헌민주주의의 이념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행정부는 합리적
이고 공정한 이해관계의 고려보다는 행정 편의적 차원에서 입법을 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을 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남용,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훼손도 초
래하기 쉽다. 따라서 위임입법은 권력분립의 원리 내지 법치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가운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51) 헌법재판소도 “위임입법의 양적증
대와 질적 고도화라고 하는 정치수요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와의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치적･
행정적 수요에 발맞추어 위임입법을 허용하되 그와 함께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
여나 법치주의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52)고 하여 위
임입법의 수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또한 강
하게 요구하였다.

법
제
Legislation

2.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가. 개설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과 헌법 제75조의 해석을 통해 위임입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53) 또한 헌법 제75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포괄위임을 금지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위 법률에의 위임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51)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2., 215-216면.
52) 헌법재판소 1998.5.28. 96헌가1 결정.
53)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
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이 넘겨져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1995.11.30. 91헌바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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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
(1)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영역 –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을 중심으로
행정이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작용
을 미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
은 그 적용영역이 문제가 된다.54)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학설로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등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 중 특히 중요사항유
보설(본질성설)은 중요사항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만, 비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
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55) 이 견해에 따르면 법률유보원칙
을 행정의 전 영역에 확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
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 것이고 국가의 공동
생활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모든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
인 의회가 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부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서 학계의 다수설 및 헌재 판례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56)
(2) 의회유보원칙
한편,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유보의 질적수준에 관한 것으로서 민주적 입법
자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의회유보’로 연결되었다. 의회유보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
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
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만 두고서 행정에 위임하여서는 안 되고, 국민
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의회유보는
입법밀도 면에서 법률유보가 강화된 것으로서, 위임금지명령인 것이다.57)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
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
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 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
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
54) 하명호, 앞의 책, 27면.
55) 하명호, 앞의 책, 27면.
56) 정하중･김광수, 앞의 책, 28면.
57) 김하열, 앞의 책, 119면.

6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이 어떤 것
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
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
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
칙을 의회유보원칙으로 발전시켜 입법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위임입법 시에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의회가 직접 정해야 하고 위임이 금지됨을 분명
히 하면서도, '본질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헌법재판소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결
정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58)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1) 의의와 근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
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의 헌
법적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의하여 일반적･포괄적 위임입법은 금
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규정이 되는 것이다.59) 입법사항이 포괄적으로 행정권에
위임되면 국회 입법권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와 권립분립에 반하게 되므로
위임의 특정성･구체성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60) 그러므로 포괄위
임금지원칙이란 법률에서 입법사항을 위임할 경우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정해 당해 법률 자체로
58) 임지봉,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2018.9., 95면.
59) 김승태･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2., 178면 요약 발췌.
60) 김하열, 앞의 책, 8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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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며, 제95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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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심사기준과 방법
(가) 위임의 필요성
위임입법의 위헌성 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예측가능성과는 별도로 위임의 필요
성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규율대상의 성격상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성질
의 것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와 현대 과
학기술 또는 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전문적･기술적 사실관계인 경
우 및 구체적인 절차의 형성인 경우에는,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행정 입법을 통해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61)
(나) 예측가능성
헌법 제75조에 대하여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62) 수권법률의 구체
성과 명확성은 수권법률 그 자체에서 예측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측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당해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63)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달라진다고 하면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혜적
법규,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
61) 홍석한, 앞의 논문, 225면.
62) 홍석한, 앞의 논문, 223면.
63) 헌법재판소 2020.8.28. 2018헌바4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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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였다.64)

라.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에 있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의회유보를 구
체화한 것으로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원리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
의 다툼이 있다. 먼저, 동일한 원리로 보는 경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의하여 입법위임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본질적이고 중대할수록 수권의 명확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유보의 요청이 반영되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의한 심사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의 2단계 심사는 중복된 판단으로서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
음으로 서로 다른 별개 원리로 보는 입장은 의회유보원칙이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임을 금지하고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금지에 해당하는 데
반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위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유보원칙과 포괄
위임금지원칙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65)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
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66)라고 하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도 별
도로 법률유보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의회유보원칙
은 동일한 원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써 개별적, 단계적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이
다. 무엇보다 양 원칙은 심사기준의 초점도 확연히 구별되는바, 의회유보원칙은 ‘본질적인
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위임의 예측가능성’이 중
요한 기준이 된다.67) 의회유보원칙은 원칙적으로 ‘위임의 금지’에 해당하는 데 반하여, 포
괄위임금지원칙은 원칙적으로 ‘위임의 허용’을 전제로 단지 위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64) 헌법재판소 2009.7.30. 2007헌바15 결정.
65) 성기용,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50권, 2017.2., 517-518면 요약발췌.
66) 헌법재판소 1998.5.28. 96헌가1 결정.
67)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2020.9.,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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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도 먼저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별도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8) 그러므로 의회유보원
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동일한 원칙이라고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적용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대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가. 의회유보원칙 판단에 대한 한계
위헌심사기준으로서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은 적용범위와 대상이 서로 다르며
무엇보다 법률유보원칙이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원리라면, 의회유보원칙은 입법작용에 대
한 통제원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된다.69) 의회유보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대의적 심의절차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사업법은 전기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전기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전기
의 사용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
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의회유보의 요
청에 따라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70)라고 하여 의회유보원
칙을 직접 원용하고 있다. 의회유보원칙은 무엇이 본질적 사항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어려움
과 그 판단 주체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률유보의 범위가 설정될 위험
가능성, 의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중요성 판단이 다를 경우에 행정부의 역할의 한계 등 누
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유
보원칙은 법률유보에 관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이론이면서 의회 결정의 가치를 강조하여 민
68) 이부하, 앞의 논문, 179면.
69) 성중탁, 앞의 논문, 10-11면.
70) 헌법재판소 2021.4.29. 2017헌가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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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가능성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 내지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
는 이론으로 높게 평가된다.71) 이런 사정이라면 무엇이 의회유보사항인지에 관한 판단 역
시 1차적으로 의회 스스로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한다는 헌법적 근
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72) 결국 헌법의 최종적
해석과 기본권보호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회유보원칙을 심
사하는데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판단에 대한 한계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인가
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도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
다.…전기사업법 및 물가안정법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절차 내지 공공요금의 협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하위 법령에서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
정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 심
사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한
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 급부행
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완화하는 획일적 기준을 따르
고 있다.73) 그러나 현재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서 일반 ‘급부행정법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를 실무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은 비판을 받고 있다.74) 그러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위반 여
부를 판단할 때에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을
71) 김용섭, 앞의 논문, 120면.
72) 김하열, 앞의 책, 119면.
73) 김승태･홍완식, 앞의 논문, 195면.
74) 이부하, 앞의 논문,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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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산정 원칙이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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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함에 있어서 기대되는 헌법적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지나치게
방만하게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모두 아울러 심사할 필요
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이 점에 주목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심사를 보다
밀도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75)

다. 소결
오늘날 전기요금은 그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생활에 있어 필수 불가
결의 요소이고 국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결과적으로 한나라의 정치적･사
회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인 한
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전기요금결정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한국전력공사가 그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
하게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결정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전기요금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있어서 본질적이
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가 만든 법률사항이라 할 것이
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한국전력공사에게 보장된 전기
요금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요금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회
가 전기요금액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그 상한만이라도 정
하고 난 후 나머지 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고, 또한 전기요금액의 1차적인 결정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위원회에서 행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의 산정에 관하여 전기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의 핵심적
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도 전기요금의 산
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하위 고시
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 의해 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의사결
75) 김승태･홍완식, 앞의 논문,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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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아닌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공공요금이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서비스사업이 독점성을 가지
고 있는 경우의 서비스 요금을 말한다. 공공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부
과체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근
에는 전기요금부과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
하여 전기요금을 조세 내지 부담금과 구분되는 공공요금으로 보았고,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써 위헌심사기준인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
헌결정을 내렸다. 국민이 소비자로서 전기요금 부과체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
법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은 현행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절차의 비민주성이 주요 원인이
국민이 요금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요금결정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공요금결정에 있어 공공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투명하고도 적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의
적극적 행정국가에서는 위임입법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
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한계로써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발달에 따른 규율대상의
전문성･기술성･유동성 증가에 따라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의 어려움, 헌법
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률유보의 범위가 설정되는 문제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획
일적인 심사기준은 위임입법을 정당화하는데 치중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임입법
이 증대하는 현상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위임입법의 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일관되게 적용･제시하
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명확한 헌법적 지침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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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Rates and Problems in
the Determination System

Joong-Tak Sung
Professor., Lawyer, J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ublic charges are public services essential to the survival of the people, and
service charges in which the service business has a monopoly. The increase in
public utility bills causes a lot of burden on the people and has a great impact
the recent case of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on the provision of electricity
tariffs (Decision of 2017 Heonga 25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9,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ed electricity tariffs as public tariffs
distinct from taxes or levies, and was unconstitutional as a form of mandated
legislation. The decision was made to be 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violate the parliamentary reservation principle and the comprehensive
wage support principle, which are the review criteria. In order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the prope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costs in the public rate
decision process and to realize the alternative function of competition through
regulation, the government grants a monopoly status to public companies in
determining public rates, but directly or indirectly allows them to regulate
rates. intervening However, in order to fully perform these functions, the
subject of pricing decisions is entirely left to the autonomy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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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although pre-procedures must be prepared to ensure sufficient
consumer monitoring and remarks. Therefore, in determining the utility rate,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consumers so as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the
regulation of public charges, the proper procedure that can ensure the rights
of consumers procedurally, see Ho-Yong Lee, the previous paper, page 25.
“There are social and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Korea in the
legal system for determining public charges, but the US public rate regulation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committee with certain ‘appropriate
procedures’, and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public hearings
is the rol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consumer representatives attending
public hearings include officials from private organizations, but the
representativ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ill participate
as representatives of consumers, not the government or business operators.
Such an appropriate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has implications for
Korea.”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secure a
way for consumers to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public charges.
To this end, in order to guarantee the rationality of the regulation of public
charg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rete organization that can monitor
and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rate management committee of the same model
as in the United States, and an administrative committee or an interest
representative system advisory committee, etc., as a public rate determining
body instead of a self-determined administrative agency that decides public
charges in Korea It should be reviewed as a decision-making body of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on public charges to
strengthen the right to investigate,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f corporate
secrets, to disclose deliberation data, and to democratize public hearings.
Stakeholders should be encourag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submissions,
hearings, and public hearings. Meanwhile,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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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very important in controlling the mandated legislation so that the increase in
mandated legislation, such as this case and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n
public charges, does not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value. I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excessive expansion of mandated legislation and to
devise effective control measures. You will have to work hard to set it up.

Key words: Legal nature of electricity rates, Public rates, Property rights
guarantees, Public rate management committe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arliamentary reserv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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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량이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없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자동적 재량행위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우리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는 행정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처분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되는
바,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아직은 생소한 영역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따라서 자
동적 처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한 논의부터, 구체적 이용양태와 활용영역에 대한 고찰, 독일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규제법적 논의와 국가배상법 및 절차법
적 제문제까지 관련 학계의 논의는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행정행위에 대한 인공지능 알고리듬 시스템의
개입정도(x축)와 시스템의 기술수준(y축)을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재량영역에서의 논의를
위해 재량수준(z축)을 더해 입체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적 처분과 대칭되는 개념
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의 포착을 시도하였다.
한편 자동적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이양
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도 확인되었다. 이른바 규범형성의 영역으로, 예컨대 행정입법, 행정
계획, 행정관행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또, 행정자원의 집중과 행정 부작위의 감소라는 긍
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입증책임부담의 문제, 사법심사의 공백우려, 국가배상
책임 성부의 문제, 절차법적 문제 등의 부정적 효과들도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부관에 의한 통제가능성, 사법심사 공백 우려의 실체 확인과 불식, 국가배상책임
법리의 전환 및 확장, 입법적 보완을 각각 검토하여 자동적 재량행위의 공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 주제어: 행정기본법, 자동적 처분, 인공지능, 알고리듬, 자동적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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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자동적 처분조항의 입법의의와 그 한계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발전을
행정영역에 반영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이른바 자동적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
20조1)를 통해 입법되었다.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동 조항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
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2)
해당 조항은 독일의 ‘과세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Besteuerungsverfahrens)3)’(이하 과세절차 현대화법)에서 제안되고, 연방행정절차법
(VwVfG) 제35조a4)에서 함께 마련된5) 자동화 행정행위를 모델로 하여 입법된 것으로, 재
량이 있는 행위의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처분 근거의 법규성과 참여
자의 보충적 방어권 보장수단의 마련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처분 근거의 법규성을
보면, 독일의 경우 ‘법령(Rechtsvorschrif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한 반면,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명령에 의한 자동적 처분은 배제하였다.6) 두 번째 방어권 관련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자동적 처분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당사자의 보충적 진술권이나 개별 사안의 특
수성 반영의무를 명시한 절차법적 규정이 아직은 미비한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행정
절차법 제24조 제1항7), 연방사회법전 제10권(SBG 10) 제31조a8), 국세기본법(AO)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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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 조항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화된 시스템’의 개념과 범위, ‘자동성’과 인공
지능 ‘자율성’의 관념적 차이, 그로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실제로 포함한다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접근은 현재 언어모델에서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순환신경망 모델, 트랜스포머 모
델 등)의 한계를 고려하면 사실상 자율화는 반복된 자동화의 결과이자 일종의 착시일 뿐이므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뿐더러, 행
정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지나치게 관념적인 접근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3) BGBl. I (2016), S. 1679.
4)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 35a(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Ein Verwaltungsakt kann vollstä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 sofern dies durch Rechtsvorschrift zugelassen ist und weder ein
Ermessen noch ein Beurteilungsspielraum besteht.
5)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17, 155면
6)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81-82면
7)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 24(Untersuchungsgrundsatz) (1) Die Behörde ermittel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Sie
bestimmt Art und Umfang der Ermittlungen; an das Vorbringen und an die Beweisanträge der Beteiligten ist sie nicht
gebunden. Setzt die Behörde automatische Einrichtungen zum Erlass von Verwaltungsakten ein, muss sie für den
Einzelfall bedeutsame tatsächliche Angaben des Beteiligten berücksichtigen, die im automatischen Verfahren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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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제7항9) 등에서 각각 ‘자동화 절차에서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
적 상황’, ‘직무담당자가 처리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제출할 기회’ 등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자동적 처분의 근거와 그에 비례한 절차적 방어권까지
함께 규정했다는 점이 우리 입법례와 다른 점이고, 따라서 우리의 자동적 처분조항도 실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입법적 보완이 요청된다.
상술한 절차법적 한계 이외에도 자동적 처분조항은 (1) 단순 행정자동화 시스템과 인공
지능 기술 적용 시스템의 본질적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2)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
사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 (3) 적법절차원칙 내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비판10)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롯한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라 법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등장이 어떤 절차법
적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1)

Ⅱ. 자동적 재량행위로의 확장
1. 확장적 논의의 필요성
상기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확장되고 있
다. 급속한 기술발전에 비례하게 공법도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론적 요청부터12), 일단
인간이 처분의 종국적 결정권을 갖되 점차 인공지능의 권한과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ermittelt würden.
8) 독일 연방사회법전 § 31a(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Ein Verwaltungsakt kann vollstä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 sofern kein Anlass besteht, den Einzelfall durch Amtsträger zu
bearbeiten. Setzt die Behörde automatische Einrichtungen zum Erlass von Verwaltungsakten ein, muss sie für den
Einzelfall bedeutsame tatsächliche Angaben des Beteiligten berücksichtigen, die im automatischen Verfahren nicht
ermittelt würden.
9) 독일 국세기본법 § 150(Form und Inhalt der Steuererklärungen) (7) Können Steuererklärungen, die nach amtlich
vorgeschriebenem Vordruck abgegeben oder nach amtlich vorgeschriebenem Datensatz durch Datenfernübertragung
übermittelt werden, nach § 155 Absatz 4 Satz 1 zu einer ausschließlich automationsgestützten Steuerfestsetzung
führen, ist es dem Steuerpflichtigen zu ermöglichen, Angaben, die nach seiner Auffassung Anlass für eine Bearbeitung
durch Amtsträger sind, in einem dafür vorgesehenen Abschnitt oder Datenfeld der Steuererklärung zu machen.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2020, 2-7면
11)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2017, 85면 이하
12) 김중권,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가 허용되는가?”, 「법제」, 2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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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견해13), 또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개입이 배
제된 ‘완전자동 행정행위14)’와 재량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15)까지 이미 학계에서는 자
동적 처분조항의 잠재적 폭발력을 가늠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6) 특히 미
국에서는 “Human-in-the-loop”, 즉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제하
는 규제방식은 사실 잘못된 편안함(False Comfort)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17)부터, 알고리
듬에 대한 인간 의존적 감시방식(human-oversight)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이끌어낸
다는 경험적 근거가 빈약하고, 오히려 알고리듬의 무분별한 남용을 촉진하며, 정책입안자
(Policymaker)의 책임을 권한도 없는 일선 개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비판18)도 제
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성 비판론은 비단 자동적 처분조항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행정법 체계 전반에도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보인다. 요컨대 이는 과
연 인간만이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될 권능과 능
력을 독점하는가의 근본적 물음과도 이어진다.
한편,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적 처분을 확장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19)으로 말미암아, 개별 법률에서는 처분청에 재량이
있어도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점20)을 보면,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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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2020, 153-163면
14) 완전자동 행정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완전자동적 행정행위’, ‘전자동화 행정행위’, ‘전자동화된 행정결정’,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관련하여 김중권(2017), 이재훈(2017), 박훈민(2018), 강현호･홍민정(2019), 김재선(2021) 등을 참
조. 한편,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알고리듬(Algorithm)과 알고리즘(Algorism)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양자는 어원, 영문표기,
정확한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시스템 개입의 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닌 인공지능 알고리
‘듬’이 개입된 행정행위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전자적 행정행위’ 내지 ‘자동기계장치에 의한
행정행위’ 등의 개념과의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이는 방정미, “인공지능 알고리듬 규제거버넌스의 전환 – 최근 미
국의 알고리듬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1, 377면 주1의 내용.
15) 강현호･홍민정,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2019, 152-153면
16) 이 밖에 관련 연구로는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89-114면; 김기호, “IT행정에서 자동화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019, 607-40면; 김길수, “공공부문
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27-47면;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
구」, 2019, 105-38면; 김병조･은종환, “행정-정책 의사결정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방법론 도입의 정책적 함의: 기계의
한계와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 「한국행정학보」, 2020, 261-85면; 김중권, “행정자동결정(자동
적 행정행위)의 실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000, 225-50면;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
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020, 287-312면;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77-112면; 박훈민,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
마틱상 검토필요성”, 「행정법연구」, 2018, 57-77면; 정소윤,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활용에 관한 연구동향 및 쟁점 분석”, 「한국지역정
보화학회지」, 2019, 175-207면;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20,
207-42면을 참조.
17) Ben Green･Amba Kak, “The False Comfort of Human Oversight as an Antidote to A.I. Harm”, Slate, 2021, p1-5
18) Ben Green, “The Flaws of Policies Requiring Human Oversight of Government Algorithm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022, p14 이하
19)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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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한정적이고 폐쇄적으로 규정하려는 일의적 의도라기보다 오히려 장래 행정상 적극적
인 인공지능 활용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예시적 규정으로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21)
가사 백보 양보하여 학계에서의 논의나 해당조항의 입법취지가 자동적 처분의 확장적 논
의의 필요성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불확정개념을 행정법학
으로 포섭하고, 사법심사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재량영역에서의 알고리듬 활용을
논의하여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기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
일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 판례 또한 “처분의 근거 법규정의 형
식･체제･문언상 표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분명한 경우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
다.22) 다만 요건과 효과규정이 일의적이지 않고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행정행위의 상당
부분은 재량행위인 것인바, 논의에서 이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종래 기속재량행위와 자유
재량행위의 구별이 행정행위의 사법심사가능성을 넓히는 기능을 하였던 점23)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조항이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이유로 재
량행위로서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논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안일하고 수동적이라는 비
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 종래 논의의 검토
인공지능이 개입된, 또는 활용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다
양한 층위에서 검토되어왔다.
가장 먼저 자동장치가 개입된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장치란
인공지능 이전의 개념으로서, 독일에서는 이미 1976년 연방행정절차법에서 ‘자동장치의

20) 법제처, 앞의 자료, 80면
21)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새로운 개별 법률이 제･개정된다
하여도, 여전히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활용은 기속행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제20조 규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2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23) 김동희･최계영, 「행정법 Ⅰ」, 박영사, 2021, 269-270면;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2,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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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은 행정행위(Verwaltungsakt 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라
는 이름으로 규정된 바 있다.24)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결정과정의 전체 정보처리과정이 자
동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행정자동절차’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자동적 행정행위(컴퓨터행
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25) 컴퓨터에 의한 학교배정, 주차료 산정, 교통신호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종이 대신 전자서명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의 전자적 행정행위
와는 구별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기계 학습(machine-learning)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인공지능 알고리듬 자체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더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
게 된 바, 행정법학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판단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상존하지만, 그 법적 허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
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법치국가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은 모두 통제(심사)
가능성을 필수적 요소로 전제하는데, 예측가능성이 없는 알고리듬에 의한 행정결정은 이러
한 책임부담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인간이 배제된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26),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이 타당하지만, 이미 사회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이 채용되고 있는 점, 검증
력 분야에서 알고리듬이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점, 종래 행정행위도 다양한 분야별 특성과
법적 성격으로 나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행정의 합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실질
적 권리구제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27), 처분기준(재량준칙)을 프로그램화하여 일률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개별사안의 구
미터의 조작을 통해 개별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한다면 자동화된 재량처분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견해28)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적 처분의 허용성에 대해,
의사결정 논리(logic)가 명료하여 인적 개입 없이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결과예측 및 오류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29)도 있다.
24) 최승필, 앞의 논문, 219면
25) 김중권, 앞의 논문, 2016, 3-4면
26) 다만 이는 국민적 합의하에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이해가 수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법제도화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에 관하여서는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2017, 166-168면
27) 김도승, 앞의 논문, 121-125면
28) 김동희･최계영, 앞의 책, 266-268면
29) 권은정, 앞의 논문,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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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용성에 대한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 활용양태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래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도입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 수립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주장30)부터, 챗봇상담, 재난
예측, 조세행정 등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공행정서비스(Massenverwaltung)”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일반적이라는 견해31), 전체 행정결정과정 내 인공지능 이용정도에 따라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와 ‘부분자동적 행정행위’, 또는 ‘행정자동화’와 ‘법학적 전문가시스
템’으로 양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32), 개인정보보호, 행정결정에서의 이유제시, 행정
결정의 통지, 자동화된 행정조달계약, 국가배상의 차원에서 구체적 사안별 법적 문제를 검
토한 연구33)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포괄적인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알고리듬에 의한 행위조종원리를 고찰
하고 법학 규율구조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른바 ‘가상적 행정행위(Der virtuelle
Verwaltungsakt)’의 관념을 제안하는 연구34)나, 규제법적 관점에서 행정부가 투명성, 책
무성 등 인공지능 알고리듬 개발원칙을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개발 단계에
서부터 지속가능한 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비롯해 향후 발생 가능
한 문제까지도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35)도 타당성을 얻고 있다. 요컨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행정법학 내로 수용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은 현재까지
도 매우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3. 논의의 재구성 : 두 가지 판단기준
이러한 종래 학계의 논의는, 현대행정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와 각도에서 조명되
고 있어 단일 기준으로 이를 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주13)의 내용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인공

30) 정소윤, 앞의 논문, 196-200면
31) 최승필, 앞의 논문, 208-211면
32) 김중권, 위의 논문, 154면; 김중권, 앞의 논문, 2016, 4-5면; 강현호･홍민정,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2019, 148면
33) 박훈민, 앞의 논문, 68-72면
34) 김중권, 앞의 논문, 2020, 290면 이하
35) 방정미, 앞의 논문, 397-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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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활용된 행정행위라는 관념 자체의 추상성에서 기인한 것이겠으나, 비교법적으로 보
면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모호한 규정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면, 제35조a
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발령(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관련규정인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7조
제5항, 제39조 제2항 제3호 등에서는 ‘자동장치의 도움을 받은 행정행위(Verwaltungsakt
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들이 제35조a
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3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
다. (1) 행정행위 내 자동화 시스템(인공지능 시스템을 포함) 개입의 정도와 (2) 활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이 그 두 가지이다.
먼저 자동화 시스템의 ‘개입정도’는 다시말해 행정행위에 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활용
되느냐의 의미로, 이는 다시 수직적 개입과 수평적 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개입이
라 함은 인간이 100% 최종적 결정권한을 갖고, 다만 완결적 규율에 이르기까지 수단으로
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넓게는 도시계획에 있어 교통량 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부터 좁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단순행정업무의 처리까지
도 그 예시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평적 개입은 완결적 규율의 결정권한 자체를
자동화 시스템과 인간이 상호 배타적인 제로섬 관계에서 양분하는 형태의 개입을 말한다.
결정권 자체를 인간과 자동화 시스템이 양분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 예시를 쉽게 상
정하기 어렵지만,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완전 자동화된
경우37)나, 인간 개입 없이 빅데이터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동과세처분 등의 경우
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를 현재의 이용양태에 대입하여 보면, 수직적 개입에
있어서는 이미 보편적이나 수평적 개입은 현재로서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논의도 수직적 개입보다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서 수평적 개입을 중
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38)
36) 최승필, 앞의 논문, 219-220면
37) 현재에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처분의 가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의 주체가 인간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38) 독일에서는 알고리듬이 기계학습을 통해 행정 업무를 학습하고, 인간의 의사작용 개입 없이 행정행위를 발령하는 형태를 ‘행정절차의 전
자동화((Voll-)Automatisierung von Verwaltungsverfahren)’ 내지 ‘전자동화 행정행위(vollautomatisierter Verwaltungsakt)’
라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수평적 개입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훈, 앞의 논문, 147면의 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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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인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수준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나, 동시에 가변
적이다.39) 도구로서의 단순 자동화 프로그램부터,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오면 약인공지능
(weak Artificial Intelligence)의 4단계, 강인공지능(strong Artificial Intellligence),
그리고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인공지
능이란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말한다. 약인공지
능은 발전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단순 제어 프로그램, 2단계는 고전적
관념으로서 인공지능, 3단계는 기계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4단계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수용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그 예시로는 각각 1단계는 가전제
품에 탑재된 제어 프로그램, 2단계는 바둑프로그램 내지 청소로봇, 3단계는 빅데이터 기법
이 수용된 인공지능, 4단계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강인공지
능은 인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정신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다중지능이론40)
에서 말하는 인간의 9가지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법학과 관련하
여는 인간과 마찬가지 규범적 판단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보다 한단계 더 발전하여,
인간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은 초인공지능으로 명명되나, 사실상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
능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향후 기계학습 기법의 발전 또는 신기
술의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보면, 행정에 활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수준
이라는 기준 또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주13을 참조.
39) 이하의 내용은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 박영사, 2021, 30-38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40) 미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가드너(H. Gardner)가 제안한 개념으로,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
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이해지능, 영성지능의 9가지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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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적 재량행위의 포착
1. 새로운 축으로서 재량수준의 반영
가. 도식화를 통한 분석
[그림 1]

상술한 ‘인공지능의 (수평적)개입수준’과 ‘기술수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행정의 자동
대적인 것으로서, 그 경계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펙트럼의 형태에 가깝다.
자동화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①번과 ③번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기술수준의 인공지능 여부에 따라(혹은 인공지능 내에서도 그 단
계에 따라) 단순한 ‘자동장치의 도움을 받은 행정행위’와 ‘부분자동 행정행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②번의 완전자동 행정행위는 (수평적)개입수준이 절대적으로 100%에 수렴한다는 점에 그
내재적 특징이 있을 것이고, 반면 기술수준이 낮으면서 (수평적)개입수준이 100%에 수렴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상정키 어려우므로 행정행위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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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에서 ‘행정자동절차’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 즉 자동적 행정행위(컴퓨터행정행위)의 관
념 또한 ③번의 우측 끝단에 위치할 것이다.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
평적)개입수준이 100%에 가까운 것은 맞으나, 최종적 규율의 발령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도입결정은 결국 인간 공무원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이다.41)
상기 [그림 1]은 개입수준과 기술수준에 따른 행정행위의 양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일견 장점이 있겠으나, 행위의 재량성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량-기속 기준까지 반영하여 보완한다면, 아래 [그림 2]와 같은 표현이 가능
할 것이다.
[그림 2]

[그림 2]에서와 같이 (수평적)개입수준의 x축, 기술수준의 y축 그리고 재량수준의 z축을
3차원으로 조명하면, (1)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보다 객관적으
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 (2) 재량이 있는 경우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그러나 ①번부터 ⑧번까지의 영역 구분은 그 경계가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관념적인 구분임을 밝힌다.

41) 교통신호의 송신, 세금 또는 공과금의 산정 등 전산화에 의한 자동기계장치로 행해지는 ‘행정의 자동화 작용’은 행정보조절차로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권은정, 앞의 논문, 89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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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과 논의의 실익
“잘 구별하는 자, 잘 판단한다!(bene cernit, qui bene distinguit)”라는 법언처럼 법학
방법론의 기본은 구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2) 행정의 자동화 시스템 활용양태의
분석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기 [그림 1]에서와 유사한 특징으로, 개입수준은 100%에 수렴하는 완전자동 행정행위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분자동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 재량수준도 0에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그 구분선은 각각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100%와
0에 가까울 것이고, 어쩌면 2차원적인 면에 수렴할 것이다. 기술수준은 [그림 1]의 기준과
동일한 관념적 영역구분을 따랐다. 한편 ⑦번과 ⑧번의 영역은, 기속과 재량 여부를 불문하
고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인다. 개입수준이 100%에 수렴하는, 즉 절차부터
종국적 결정까지 모두 인간이 아닌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기술수준이 낮다는 것
은 동시에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양립가능하다 하여도, 그것이 본고에서의 자동
적 재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논의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림 2]에 따른 분석은 기존 이용양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기한다.
직관적으로만 보아도 자동화 시스템 활용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②, ③번의 얇은(혹은 평면
에 가까운) 기속행위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논의되지 않
은(미지의) 재량영역이 훨씬 넓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 ⑤번의 경우를 보면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자동장치가 활용된 행정처분이 보편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고, 그러한 점에서 ①번과 ⑤번은 도구로서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수준만 다를 뿐이라는
무엇보다 [그림 2]의 실익은 자동적 처분의 객관적 포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완전
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은 넓게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최소한 부분적 또는 그 이상으로 활용된’ 처분일 것이고, 좁게는 ‘전적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상기 [그림 2]에서 이를 찾으면 ①번
부터 ⑥번까지 모두가 넓은 의미의 자동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을 합치적으로 해석하면 단순 제어프로그램 내지 컴퓨터

42)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66면; 朴正勳,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 도그마틱의 분별력･체계성과 다원적 비교법의
돌파력 -”, 「행정법연구」, 2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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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서조항에서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
로, 결과적으로는 ②번과 ③번이 남는다. 즉, 넓은 의미로서 자동적 처분은 ②번과 ③번인
‘부분자동 기속행위’와 ‘완전자동 기속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③번인 ‘완전자동 기
속행위’만이 해당한다 볼 수 있다.43)
자동적 처분이 재량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재량이 있는 경우도 그와 대칭
적 관념으로서 상상될 여지가 있다. 법제처의 조문별 해설서에도 보면 재량이 있는 경우라
도 개별법에 의해 도입될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고44), 자동적 처분조항의
입법의의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와 함께 종래 학설과
판례에만 맡겨져 있던 재량행위의 관념을 분명히 하였다는 평가도 있는바45), 아래에서는
①번과 ④번 영역에 대해 고찰한다.

2. 자동적 처분에 대한 대칭개념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
①번과 ④번으로 표현되는 영역, 즉 ②, ③번과 대칭되는 것으로서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동적 재량행위’는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자동적 처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조항의 규정방식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행정청은 완전
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와 같은 식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의 구체적 함의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후술한다.

가. 단계별 검토
행정행위의 법률적용은 (1) 사실인식, (2) 행정법규의 해석, (3) 추론을 통한 포섭
(Subsumption), (4) 행정행위의 발령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46) 판단여지와 재
43)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하여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과 인공지능 시스템 모두를 아우르는 ‘알고리듬 시스템’으로 해석하면서도, 데이
터 기반 머신러닝 시스템이 아닌 규칙 기반 행정처분 전문 시스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권은정, 앞의
논문, 94-95면을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데이터 기반이나 규칙 기반 알고리듬에 대하여 추후 기술발전의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기속-재량의 본질과는 별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4) 법제처, 앞의 자료, 80면
45)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법제연구」, 2020, 6-7면
46)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 법문사, 2022, 226면; 박균성, 「行政法論(上)」, 박영사, 2019, 317면; 김동희･최계영, 앞의 책,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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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구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청에 독자적 규범해석권 내지 행위선택권이
인정되는 단계는 (2), (3), (4) 단계가 그러하다. 그런데 자동적 처분과 마찬가지로 자동적 재량
행위도 알고리듬에 의한 완결적 규범해석권까지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므로(구체적 사안이
관련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듬이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이를 긍정하
고 행정행위의 발령단계로 진행하는 주체는 인간인 것이므로), (2)와 (3)은 배제되고 다만 (4)
행정행위의 발령 단계에서 자동적 재량행위 관념이 유의미할 것이다.47) 그러나 결정재량이
든 선택재량이든 알고리듬 시스템이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또, (1) 단계인 사실인식 단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사용될 여지도 있는 것이지만, 이는
자동적 처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먼저 결정재량에서의 자동적 재량행위의 형태는, 시험에서의 과락기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의 행정행위 발령 성부를 판단하는, 즉 행정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여부의 결정, 시험의 합격여부의 결정 등과 같이 오직 Pass or Fail만을
결정하는 과정을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결정재량만으
로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많지 않고, 같은 견지에서 인공지능 알고리듬도 부분자동 재량행
위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정재량은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선택재량은 인간이
집행하는 형태의 재량행위를 말한다.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대
체하는 경우라면, 완전자동 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상정하기
는 쉽지 않다.
하는 과정을 자동화된 인공지능 알고리듬 시스템이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정재
량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우선 행위의 성부는 정해진 상태에서 다만 그 수
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견지에서 위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완전자동 재
량행위로서보다는 부분자동 재량행위로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
역에서 데이터 기반 알고리듬은 그 효율성 내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상당히 방대하게
다만 김철용, 앞의 책, 228-229면에서는 (4) 행정행위의 발령을 다시 절차, 결정, 내용, 시기, 형식의 선택이라는 5단계로 나누고 있다.
47)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재량을 자유재량, 기속재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효과재량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결정재량(Entschließungsermessen)”과 “다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경우인 선택재량(Auswahlermessen)”
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김남진･김연태, 위의 책, 227-235면의 입장이며, 김동희･최계영, 위의 책,
276-277면에서도 재량의 본질에 관한 한 효과재량설은 타당하다는 논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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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개별 사안 및 행정행위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알고리듬이, 특정 입력 변수(개별 사
안)에 따라 특정 값(행정행위)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이는 알고리듬이 아니라 인간
이 행정행위를 규율하는 것과도 구조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행정관
행으로서 평등원칙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예시
내용적으로는 결정재량보다 선택재량에 있어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여지가 많아 보
인다.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
여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때, 그 요건을 각 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
는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듬화하는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택재량을 행사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①번에 해당하는 ‘부분자동 재량행위’가 될 것이다. 그
럼에도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 자체는 인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결
정재량은 인간에 있는 것이다.
한편 ‘완전자동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그 예시를 상정하기 쉽지 않다. 어디까지나 충분한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
정청이 먼저 입찰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신규 업체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을
심사한다고 가정하자.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기존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등에 관
해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있고, 그 안정성과 효용성이 사회적
으로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그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은 ‘완전자동 재량행위’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결정재량은 인간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재량은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
부가 인정되는 것49)’인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탈락되도록 한다면, 결정
재량마저도 사실상 알고리듬에 의한 것이 된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행사의 조건)과 연결지어 보면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
도 반드시 정당한 이익형량이 요구되고, 또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④번 ‘완전자동 재량행위’는 이익형량 알고리듬에 따른 ‘개
48) 이와 관련하여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추론에 대한 연구로는 김병필,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한계”, 「저스티스」, 2021,
93면 이하를 참조.
49) 강현호, “재량의 본질론 -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비교와 함께 -”, 「법제」, 2005,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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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안공정성(Einzelfallgerechtigkeit)50)’의 확보가 기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51)

3. 현실적 평가와 가능성 : 규범적용과 규범형성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술한 자동적 재량행위의 실체법적 도입은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
다. 아직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도 절차법적으로 완전히 수용되지 않았고, 행정관행이나 관
련판례도 충분치 않을뿐더러52),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아직은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
을 이유로 들 수 있다.53)
설령 기술적 한계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최종적 판단까지 인공지능에 양보해서는 안 되
는 영역이 있다. 바로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의 영역이다. 행정에는 이미 성립된 관행이나 법
규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규범적용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행정입법이나 행정계획과 같
이 새로이 규범이나 관행을 형성하는 규범형성의 영역도 있다. 규범적용의 영역에 대해서
는 기술적으로 판단 알고리듬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통제도 가능할 것이지만, 규범형
성의 영역은 설령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고 해도 이를 완전히 알고리듬에 맡겨서는 안 된다.54) 인간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
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행정관행을 변경하는 경우나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 가치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종국적으로는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0) 이에 대해 ‘개별사안정의’, ‘개별사례 속에서의 정의실현’, ‘구체적 타당성’이라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문맥상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H.Maurer･박수혁, 「독일행정법」, 사법발전재단, 2010, 117면의 번역을 따른다.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전문가시스템은 과학적 분야와 같이 명확한 답이 제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현재의 인공신경망 기술을 도
입하더라도 데이터에 기초한 예측시스템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소송결과를 예측하거나 불합리한 수임료 등 왜곡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법률전문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불확실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
다. 이에 관하여서는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 2016, 234-237면을 참조.
52) 강현호･홍민정, 앞의 논문, 153면
53)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로 언급되는 이른바 ‘블랙박스 현상’이 주요한 기술적 장애물이다. ‘블랙박스 현상’이
란 일단 데이터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학습과정이나 최종 판단의 적절성을 인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도 문제되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편향성 또한 문제되는 기술적 한계 중 하나이다. 요컨대, 이러한 기술적 난제는 처분의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방정미, 앞의 논문, 381-382
면을 참조.
54) 이와 관련하여 법규범과 알고리듬의 규율타입, 생성규준, 관철방식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로는 김중권, 앞의 논문, 2020, 295-299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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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적 재량행위의 개념 부분에서 상술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이다.55)

Ⅳ. 자동적 재량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와 대안
1. 행정자원의 집중과 행정 부작위의 감소(긍정)
가. 행정자원의 집중
자동적 처분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1) 행정 효율의 증대, (2) 절차의 신속한 진행,
(3) 행정자원의 집중이 전망된다.56) 독일의 도입목적에 대하여서도 보면, 과세절차 현대화
법에서 직접 제기되고 이와 연계성 있는 법제발전을 목적으로 연방행정절차법 내지 사회법
전 제10권에 함께 반영된 취지 등에서 ‘사안별 효율적인 공무원 인력배치’와 ‘절차의 효율
성 및 신속성의 증대’가 주요한 목적으로 확인된다.57)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의 이점은 기속행위에만 한정하더라도 이러할진대, 만일 재량 영
역까지 허용된다면 상술한 기대효과는 훨씬 증폭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동적 재량행위가
규율되고 집행되어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관련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
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예컨대, 다양한 행정민원이나 신청에 대하여 알고리듬에 의
해 일차적 결과판단 및 요구되는 대응역량의 예측이 가능해지기만 하더라도, 실제 업무분
장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나아가 꼭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개입
할 여지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58) 특히 행정 서비스 내지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행정업무의 간
55) 그렇기에 사법시스템 자체도 알고리듬에 의해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에 의해 기존 법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규범을 새로이 형성
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규범적용과 규범형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법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의 재판 예측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각각 설명, 진단, 예측, 처방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설명과
진단 단계에서는 활용이 장려되고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예측과 처방 단계에서는 구현되기 어렵고 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
다는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필, 앞의 논문, 102-111면을 참조.
56) 이재훈, 앞의 논문, 169면
57) 이재훈. 위의 논문, 152-155면
58) 정소윤, 앞의 논문, 196-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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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치, 현상예측 내지 효과측정의 분야 등에서 이미 도입된 사
례가 많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나. 행정 부작위의 감소
상술한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장점과 일부 중복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 부작위
의 감소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의 부작위 개념
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
송도 행정청의 응답의무만을 다툴 뿐, 신청의 인용 여부까지 다투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
재량행위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부작위(또는 무응답)를 줄이고,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
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처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
다. 처분에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소의 적법요건 심사에서 회복되는 이익
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실익
이 있다.
소송법적 의미로서의 부작위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의 의미로서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알고리듬에 의한 개입의무 해태의 사전적 축소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실 이는 기존 ARS 서비스에서 곧바로 상담원 연결을 안내하기 전에 비교적 간
단한 수준의 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제시하는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화를 통해 상담원은 업무 부담
미 소극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 바59), 귀화허가신청이나 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에서 부분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활용된
다면(부분자동 재량행위),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59) 김연, “리스크 사회의 시각에서 본 행정 부작위의 통제수단”, 「연세법학」, 2019,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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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행정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부정)
가. 알고리듬 위법성 입증책임부담의 문제
자동적 처분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알고리듬 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할 일차적
책임을 원고가 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입증책임부담을 과하는 것일 수 있다.60) 우리 판례에
서도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
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
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
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61)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면, 규칙 기반 알고리듬은 어느 정도 설명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겠으나 데이터 기반 알고
리듬은 시스템 개발자도 완전히 그 원리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 피고, 재판부 중 누구라도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바,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원고에게 구조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나. 제한심사방식에 따른 사법심사의 공백 우려
자동적 처분은 기속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따라서 사법심사의 방식도 판단대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므로, 알고리듬 자체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적법성 심사는 재판부에 의해 일
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62) 반면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제한심사방식이 적용될 것
인데63),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될 것이고, 그렇다면 알고리듬 시스템 자체
에 근본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그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60) 권은정, 앞의 논문, 107면
61) 대법원 2012.06.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62) 임성훈, 앞의 논문, 160-161면
6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
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
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
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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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과 사법(司法) 모두 법적용작용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
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달리 구분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와, ‘행정기관에 의한 법적용을 다
시 그와 독립된 기관에서 신중한 절차를 통해 한번 더 심사한다’는 judicial review로서의
행정소송의 본질을 고려하면64), 행정청 재량에 대한 제한심사방식 자체는 존속될 필요가
있다. 이는 쉐브론 원칙(Shevron doctrine)에서도 나타나는 행정에 대한 사법의 존중이
기도 하다.65) 따라서 제한심사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는 공백이 없도
록 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국가배상책임 성부의 문제
자동적 처분과도 일견 중첩되는 문제로,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
면, 그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근본적
으로 현행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식과정
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66)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도 공무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입
장을 고수해오고 있다.67)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3항에서 후술한다.

라. 절차법상 방어권 보호규범과의 충돌
침익처분이나 제3자효를 가지는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 절차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해 대기질 오염여부
모니터링을 하여 조업정지처분까지 이르도록 한다면, 절차법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설령 조업정지처분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대기오염평가 결
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상당한 압박을
64)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00-104면
65) 허성욱,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3, 536-539면
66) 김중권, 앞의 논문, 2020, 306-307면
67) 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럼에도 “최근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관념의 객관화, 조직과실의 인정,
과실 추정과 같은 논리를 통하여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다. 피해자구제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위 조항
의 해석･적용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여 권리구제가능성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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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68) 요컨대 행정청의 적극적인 알고리듬 활용이, 침익처
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규정을 몰
각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동적 재량행위는 우선
수익처분에 한해 허용되고, 침익처분이나 제3자효를 가지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절차법상
방어권 보호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69)

3. 대안의 모색
가. 부관에 의한 행정청 스스로의 통제
자동적 처분에 머물지 않고 자동적 재량행위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부관을 꼽을 수 있다. 행정행위를 발하는 행정청 스스로 사후적
해결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유연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자동적 재량행위가 허용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부관은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불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는 부가하기 어려울
것이나,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허용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와 같이 실정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도 부관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
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불가해성을 보정하는 구체적인 부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
정을 해볼 수 있는데, 수익처분과 침익처분을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수익처분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알고리듬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청 스스로
‘알고리듬의 편향 내지 오류의 발견’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상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한 판단과정을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조작된 데이터를 제출
68) 이를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사실상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행정청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없을 때보다, 도입되어 실시간으
로 공개되고 있을 때 요건해당여부 판단을 할 필요와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재량의 경직화 내지 기속적 변형’으로 이해하는 견
해도 있다. 관련해서는 김도승, 앞의 논문, 115면을 참조. 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와는 다른 의미로서,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외견상 타당성과 행정청 내부적인 ‘자동화 편향효과(Automation bias)’에 기하여 판단여지가 사실상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법률상 불확정개념의 해석이나 재량준칙 자체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행정
재량권의 목적과 근거 중 하나인 행정의 탄력성과도 양립가능한 것일 수 있다.
69) 우리나라의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방어권 보호규정이 독일의 입법례처럼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지적은 이미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승필, 앞의 논문, 227면; 김기호, 앞의 논문, 626-627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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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철회권을 유보하는 형태의 부관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침익처분에 대하여서도 ‘알고리듬의 편향 내지 오류의 발견’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처분의 당사자도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처
분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효과를 해제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처분의 공정력과 알고리듬에 대한 사후적 보
정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사법심사 공백 우려의 실체와 불식
제한심사방식을 고수하면 판단대치방식보다 알고리듬에 대한 위법성 검증력이 떨어져
사법심사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어쩌면 이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실제 재량행위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상술하였던 순수법학적 관점에 의한 행정-사법(司法) 테제의 동일성과 그에 기한 입법자
의 행정권 존중이나70), 미국 행정법의 쉐브론 원칙에 기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존중
(deference)71)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심사의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같은 견지에서 소의 적법요건을 통과하고
본안판단에 도래한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실체적 판단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위법 혹은
당부의 판단에 직접 나서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72) 요컨대 일차적으
로는, 자동적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할지언정 그 판단을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또, 자동적 재량행위가 규범적용의 영역에서는 허용되더라도 규범형성의 영역에서는 허
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필자의 견해와도 연결지어 보면, 특별히 사법심사의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공정책 결정에 관한 판단이나 미래예측적 결정 등 민주주의 과
정을 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 독자적 영역은 기본적으로 규범형성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므로, 따라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알고리듬에 맡기는 완전자동 재량행위가 허용될 여지
70) 朴正勳,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78면
71) 허성욱, 앞의 논문, 546면
72) 허성욱, 위의 논문, 545면
73) 소송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하는 경우는 본고의 방향과 다르므로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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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실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적 재량행위는 규범적용
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활용된 사례가 대부분일 것인데, 그러므로 사법심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막바로 행정권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법심사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다. 국가배상책임 법리의 전환 내지 확장
자동적 재량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서는 알고리듬에 의
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우선 제2조에 대해서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 개정을 통한 포함이 가능하다는 견
해74)부터, 직접적 행위형식이 알고리듬 시스템이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주체가 행
정청(공무원)이라는 점과 알고리듬 시스템의 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자나 공급
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견해75) 등이 있다. 한편 우리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성립은 처분의 위법성과는
별개인 것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
고 있다.76) 그런데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 통상보다 객관적 주의의무가 보다 높은 수준으
로 요구되어야 할 필요와 실질이 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설명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만 법규의
집행을 할 뿐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스스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평균의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실제로 응당 그렇게 하였
을 것임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결
여를 이유로 한 과실책임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
74) 강현호･홍민정, 앞의 논문, 157-158면
75) 권은정, 앞의 논문, 108면
7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
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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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작동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판례의 입장에 따
라 행정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견
해77)부터, 그러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시스템의 적합성 심사결과, 인증여부, 영향
평가 등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78),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부속된 기계장치의 하자에 대
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79)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에서 공무원 개입이 사실상 배제되어 무과실행위가 손해배
상의 원인이 되거나,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결함, 자동장치의 설치･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하
여서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적인 전환으로서 자동장치라는 기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
존의 과실책임에서 위험책임의 법리로 전환한다면 일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
기되고 있다.80) 이보다 더욱 전향적으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가 대위한다는 종
래의 대위책임(Haftungsübernahme)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공법적인 자기책임의 구조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81) 상술한 검토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위법한 자동적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라. 입법적 보완
서론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조항을 입법함에 있어 당
초부터 과세절차 현대화법과 연방행정절차법, 연방사회법전 제10권, 국세기본법 등 관련
적 처분조항과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한 자동화된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처음으로 선언
되었을 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조항이 함께 개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의 행정절차법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기본법을 수용하려는 노력이나, 행정의
적극적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조항의 개정노력 등이 확인되고 있다. 2022. 1. 11.
일부개정된 행정절차법 관련 조항을 보면, 우선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조항이 신설되었
77) 강현호･홍민정, 위의 논문, 158-160면
78) 권은정, 앞의 논문, 109면
79) 김도승, 앞의 논문, 130면
80) 김기호, 앞의 논문, 629면
81) 朴正勳,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행정법연구」, 2020, 2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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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각각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혁신과, 행정과정 내
데이터의 활용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에서는 종래 선언적으
로만 규정되어 있던 행정청 간의 협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양태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는 입법까지도 위임하고 있는바, 행정청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효율의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내지 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제14조(송달) 제5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새로이 규정하였
다. 무엇보다 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
우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제2항에서
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점차 행정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상술한 행정절차법 개정노력들을 보면, 향후에는 자동적 처분과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관
련한 조항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보충적 방어권 행사규범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를 줄이는 등 보다 정교하게 입법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듬 활용의 제
한 및 한계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다면 언젠가는 자동적 재량행위의 수용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기존 행정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적 재량행위의 도입
과 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문제와 그에 기
인하는 이른바 행정이 게을러지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절차법이나 공무원법, 또는 직무집
행 관련 내부규정의 마련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컨대 행정의 혁신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듬은 모두 일종의 수단
으로서 국민권익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와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 그
로 인한 악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재량이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없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자동적 재량행위의 관념을 탐색해 보았다. 자
동적 처분조항으로 촉발된 행정의 인공지능 알고리듬 활용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논의될 것이다. 행정에는 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동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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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행정행위에 대한 인공지
능 알고리듬 시스템의 개입정도와 시스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고, 여기에 재
량수준의 축을 더해 입체화하고자 했다. 재량영역에서의 논의는 배제되어서는 안되고 오히
려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에 완전히 맡겨져서는 안 되는
규범형성의 영역이 있다.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관행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또, 긍정적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 재량행위가 기존 행정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들이 예측되었
는데, 이를 극복하고 행정법 내로 수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익증진에 다양한 도구를 다양하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권리구제의 수단을 마련
하는 것은 행정법학의 역할일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보다 폭넓게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기술에 의해 규범형성의 방향이 좌우되는 현상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발견(Rechtsfindung) 내지 법형성(Rechtsfortbildung)의 차원
과는 다른 것이다. 요컨대 행정법학은 선제적 규범형성의 고삐를 계속해서 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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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Donghun You
Master of Laws Student,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there no possibilities that A.I. algorithms and automated systems could
be used for discretionary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the concept and possibility of so-called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tipulates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Dispositions, using a fully-automated system. Since
the ‘fully-automated system’ at this time includes a system with A.I. technology,
discussions on the administrative use of A.I. have been triggered. Therefore,
related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made quite wide and quite explosive.
From discussions on the legal acceptability of automatic disposition, to works
considering specific usage patterns and areas, comparative legal reviews with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researches at the level of regulatory
governance, and studies that raising questions with procedural and
compensation Acts. In this paper, these existing work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degree of intervention of the A.I. system in administrative
actions(x-axis) and the technology level of the system(y-axis). And by 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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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ary level(z-axis), objectification was attempted. Through this, as a
symmetrical concept to automatic disposition,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have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areas that should not be transferred to A.I. algorithms
and fully automated systems were also identified, even for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These are the areas of so-called norm formation such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dministrative

planning,

and

changing

administrative practices, etc. In addition,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concentration of resource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omission, negative
effects were predicted such as the burden of proof on algorithm illegality, the
concerns on legal vacuum, and the problems with procedural and state
compensation Acts. However, each of these concerns was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with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was confirmed
again.

Key words: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utomatic Dispos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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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행정법총론에서 학문적으로 논의되던 사항들이 다수 성문화 되었다. 행정기본법을 통
해 다양한 개별 행정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들도 마련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행정영역에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틀도 도입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이
라는 작용형식에 대해서 규율하여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처분의
완전 자동화된 발령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처분의
완전 자동화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규범적 방법, 자동적 처분을 발
령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 자동적 처분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수탁사인 등 다양한 주
체가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이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적 처분의 처분청의 범주
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각각의 처분청이 자체적 판단에만 근거하여 자동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
률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유연한 업무 처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
나,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체계적 해석, 비교법적 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규율 방식이 잠정
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대한 법해석학적, 비교법학적
방식을 통한 분석 및 평가를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로 인해 실제 행정실무에서 자동적 처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의한 자동적 처분의 허용이 필요하다. 자동적 처분을 개별법에 도입할 때 고려할 사
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는 자동적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알고리즘/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안정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개별적 사안과 관련된
특수성 반영 가능성의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
항을 구성할 때 입법(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보다 더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자
동적 처분과 관련하여 선례인 독일의 개별법을 분석하여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법 조
항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주제어: 자동적 처분, 행정기본법, 연방행정절차법, 전자동화 행정행위, 행정 자동화,
행정청, 배터리법, 공무수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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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행
정기본법 제1조).1) 이러한 목적에 의거하여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이론 및 판례를 통해 인
정되어 오던 행정법상의 원칙들을 명문화하고 있으며,2) 판례를 통해 구체화 되어 왔지만
여전히 학설상 이견이 존재하는 법리를 성문화하기도 하였다.3) 행정기본법을 통해 행정법
이론적으로 논의가 첨예한 사항이 성문화되기도 하는 한편,4) 학계의 견해 대립, 도입 후 실
무상의 혼란 가능성, 실제 해외 실무 사례연구 필요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합
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조문화되기도 하였다.5)
한편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법제와 관련된 제도
적 기틀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행정기본
법 제37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처분의 재심사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1조상의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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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 제정을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정하중,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小考)”, 「법제」,
제689권, 9면. 행정기본법 제정과정과 행정기본법안의 의미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
의 과제 Ⅰ”,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3면 이하;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Ⅱ”, 「법제」, 제693권,
9면 이하;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법제연구」, 제59호, 1면 이하; 정남철,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제693권, 45면 이하; 채향석/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제60호, 1면 이하. 행정기본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문헌으로는 김현준,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저스티스」, 제188호, 238면 이하.
2) 이러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2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각종 행정에 대한 법원칙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제2판),
박영사, 2022, 16-17면.
3) 이와 같은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행정기본법안에서
규율하고 있던 신고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재훈, “「행정기본법」(안)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28-235면.
4) 이와 같은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15조를 들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연방행정절차법 제
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범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을 기술할 때 행정기본법은 ‘처분은[...]유효한 것
으로 통용된다’고 규율하는 반면 연방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은 ‘행정행위는 [...] 효력을 유지한다(Ein Verwaltungsakt bleibt
wirksam[...])’라고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5조의 모범이 된 연방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은 실체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
다. 행정기본법 제15조의 실체적 효력 및 이에 기반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견해로는 김중권, 전게논문,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
호), 13-15면. 행정기본법 제15조의 입법 필요성 자체에 대해 회의적 견해로는 김유환, 「현대 행정법」(제7판), 박영사, 2022, 175면.
5) 이와 같은 대표적인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17조를 들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은 처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과 관련된
규정이다. 기존 행정법 학계에는 재량행위에만 부관이 허용된다는 견해, 재량행위 뿐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관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대립 되어 왔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제1항을 통해 재량행위에 대해
부관이 허용된다는 것과 기속행위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이 허용된다고 규율하였다. 따라서 기존 학설 대립에서 논의되는 부
관의 허용성 판단 양태인 ①재량행위, ②법령에 부관허용이 규율된 기속행위, ③기속행위 중 법률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소위 (법
률)요건충적적 부관) 중 ①과 ②만이 부관이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율되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③의 유형에 해
당하는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는 홍정선, 전게서, 138면.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허용과 관련된 기존 판례 입
장에 대한 비판 및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허용성 범주 확장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로는 김중권, 전게논문(「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18-20면. (법률)요건충족적 부관 도입으로 인한 행정실무의 혼선 등을 근거로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허용성이 배제된 현행 행정기본법
의 규율 양식을 긍정하는 입장으로는 박재윤, “행정기본법과 부관의 남용”, 「행정법연구」, 제63호, 130-132면. 이와 같은 입법적 논의과
정에 대해서는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제26판), 법문사, 2022,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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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를 모범으로 하여,6) 소송상 재심절차를 통해
구체적 정의와 재판의 적정성을 도모하듯이,7)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도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재심사를 제도화하여 당사자의 권익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8) 또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에 규율되어 있는 인허가의제,9)
행정기본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0)과 같은 조항들은 다양한 개
별 법제에서 발견되는 비통일적 규율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비정합성을 교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1)
이처럼 행정기본법은 전통적인 행정법적 논점들의 성문화 및 기존 개별 행정법제 재구성
을 위한 기준 제시와 같은 형태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행
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앞서 기술한
전통적인 논의 범주에 국한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ICT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
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관련된 ‘행
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 또한 행정기본법은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이라는 조제목 하에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율하고 있다. 현행 행
정기본법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 제20조12)에 대한 제정이유서에서 “행정청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토대를 마련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이 해당
6)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절차의 재개 대한 선도적이며 체계적인 선행연구로는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제4판), 법문사, 1994,
275-282면.
7)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제8판), 법문사, 939면.
8)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및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146면.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도입과 관련된 각종 쟁점 등 대해 자세한 사항은,
김동균,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9집 제4호, 139-165면; 조성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
정의 법적 쟁점”, 「행정법학」, 제21호, 65-99면.
9)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배정범,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법학연구」, 제24집 제1
호, 209-244면; 임성훈, “행정기본법 하에서 인허가의제의 운용방향”,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2021, 63-90면; 정남철, “행정기본
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행정법학」, 제21호, 103-135면; 조인성,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
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토지공법연구」, 제93집, 23-48면.
10)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
59호, 67-95면.
11)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법령 정비적 성격은 ‘법령 정비 향도적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정남철, 전게논문(「법제」, 제693권), 52면).
12) 국회에 제출되었던 행정기본법안 제20조의 경우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법문을 갖고 있어, 현행 행정기본
법과 차이가 존재한다(법제처, 전게서(제정이유서), 15면). 이러한 행정기본법안 제20조와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하 Ⅱ.2.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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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도입 취지라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13) 이러한 입법이유를 고려한다면, 행정
기본법 제20조는 ICT 발전으로 인해 행정 실무적으로 실현가능해진 처분의 완전 자동화
에 대한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미래지향적･미래형성적 목적을 갖고 자동적 처분에 대해
서 규율을 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0조 그 자체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행정
청이 자동적 처분이라는 작용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자동적 처분이 허
용될 수 있기 위한 규범적 윤곽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행정영역에서 이
루어지는 개별적인 처분이 자동적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
범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규범해석 방법론과 기존 행정법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행정기
본법 제20조가 설정하고 있는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범적 윤곽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가 설정한 규범적 윤곽이 타
당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20조
가 담고 있는 다양한 쟁점14) 및 해당 쟁점들이 담고 있는 내용적 광범위성, 그리고 지면상
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본문의 규율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15)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규범적 함의 또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16) 이러한 행
정기본법 제20조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행정기본법 제20조가 갖고 있는 규범적 특수성을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하 Ⅱ.).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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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제처, 전게서(제정이유서), 89면.
14) 행정기본법 제20조가 담고 있는 다양한 논의의 유형으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공지능 기술은 법적으
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법학적 관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알
고리즘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속재량과 관
련해서는 이를 행정기본법 제20조와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기존의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과 자동적 처분의 관계는 어떻게 설
정할 것인지 등 그 논점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논점들은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 소개하도록 한다.
15)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중 자동적 처분과 관련한 기술적 요소를 기술하고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부분에 대한 고찰은 이하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해당 법문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을 포함한다’는 법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장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최근 문헌으로는 정남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247면.
16) 이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를 전거 삼아 도입된 규정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법제처, 「행정기본
법 조문별 해설」, 2021, 80면).
17) 자동적 처분 조항에 대한 독일 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의 유의미성이라는 입장에서 同旨: 정남철, 전게논문(「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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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처분이 행정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20조의 규범적 함의에 대
한 명확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향후 자동적 처분이 우리의 행정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 실제 개별 행정 법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율을 형성하
는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관
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처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개별 사안의 특
수성 반영 가능성 보장, 국가배상의 문제 등의 논점이 언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 처분에 대한 개별법상 규율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보다 더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Ⅲ.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우리의 자동적
처분 관련 개별 법제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독일의 개별 행정법제
및 관련 행정 실무적 상황을 검토하고, 실제 우리의 개별 법제 형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자동적 처분의 규범적 윤곽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
– 본문상의 규율을 중심으로
행정기본법은 동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소위 ‘부합규정’18)을 통해 개별 행정법제에 대
한 모범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9) 따라서 향후 개별 행정 영역에
서 자동적 처분이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규범적 윤곽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는 행정기
본법 제20조 본문상의 규율 내용 일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
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조건 하에 자동적 처분이 발령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과 함께 이러한 규율 방식이 적합한 규율 방식이었는지를 검토함으
로써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규범적 윤곽을 살펴보도록 한다.
234면.
18) 채향석/하명호, 전게논문, 19면.
19) 이와 같은 행정기본법의 본보기로서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는 김중권, 전게논문(「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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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적 처분의 발령 주체로서 행정청
가. 자동적 처분 발령 주체에 대한 명문화: 비교법적 검토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은 … 할 수 있다’라는 법문을 통하여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가 ‘행정청’임을 명백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는 ‘행정행위는 … 발령될 수 있
다’(Ein Verwaltungsakt kan ... erlassen werden)고 구성되어 있는 독일 연방행정절차
법 제35a조와 비교하였을 때 완연히 다른 형태의 규정인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행정기
본법 제20조의 경우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청으로 명시적으로 지칭한
반면,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어떠한 주체가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는 것
인지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행정행위가 온전히 자동화 설비를 통해 발령될 수 있
다는 것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는 개념 그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연방행
정절차법 제35조 제1항 제1문은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공법상 개별사안을 규율하기 위해
내린 직접적 외부효를 갖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기타 고권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20)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의사
작용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행정행위의 개념
징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21)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 제1
항 제1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그 자체에서 이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
정작용이라는 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행절차법 제35a조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발령 주체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행정작용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기본
법 제20조와 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은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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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러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 제1항 제1문의 번역례는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162면.
21) Glaesner/Leymann, in: Fehling/Kastner/Störmer(Hrsg.), Verwaltungsrecht, 5. Aufl., Nomos, 2021, §35a VwVfG R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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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적 처분 주체의 범주: 체계적 해석,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자동적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의 발령 주체를
‘행정청’이라고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의 범주는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2)과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
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
인”23)이 행정기본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각 목과 행
정기본법 제20조를 체계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
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
인은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의 발령주체를 행정청으로 설정하여 행정 실무
적으로 다양한 주체를 통해 자동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다양한 주체를 통해 자동적 처분이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행정영역의 디지털화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확산될 수 있
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20조
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입장24)에서는, 광범위한 주체에 의해서 자
동적 처분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제20조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의 무
분별한 확산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적 처분의 발령 주체가 행정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교법적 관
점에서 살펴보아도 크게 특이한 점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동법 제35조의 행정행위 개념을 전제로 구성된 규정이
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는 행정행위의 발령 주체를 행정청(Behörde)로 설정하고 있으
며, 이는 연방행정절차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능적 행정청 개념
2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가 목. 이에 해당하는 행정청으로는 “중앙행정기간과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을 들 수 있다(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47면).
23)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 목.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정청에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사단 및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
인으로서 자연인과 사법상의 법인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법제처, 전게서(해설서), 47-48면).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의견서,
https://act.jinbo.net/wp/43540/, 최종접속일: 2022.4.23.

11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

(funktioneller Behördenbegriff)에 해당하므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공공단체,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 뿐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또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
한다.25) 따라서 이들 또한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주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은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의 주체를 행정청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가 행정청으로 설정되어 광범위한 주체가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행정청이
본인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만 기반하여 자유롭게 자동
적 처분을 활용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규범임과 동
시에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는 규범이라는 양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26)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행정청이라는 법문을 통
해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
인 입법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자동적 처분의 무분별한 확산을 야기하는 사태를 초래하
지도 않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자동적 처분 발령의 규범적 근거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에 의한 자동적 처분 발령의 규범적 근거가 어떠한 규범적 층위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 본
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법문을 통해 행정청에 의한 자동적 처분 활용의 법적
근거가 ‘법률’을 통해 사전에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형성에 있어 모범이 되었던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와 차이

25)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12. Aufl., 2021, §14 Rn. 7;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
Aufl., 2020, §21 Rn. 33; Windoffer, in: Mann/Sennekamp/Uechtritz(Hrsg.),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 Aufl.,
Nomos, 2019, § 35 Rn. 40-43.
26)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전거인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양상”,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485-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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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부분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발령이 ‘법령’
(Rechtsvorschrift)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법률’ 차원에서 자동적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의미하는 실제 규범적 층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
한 해석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공법이론상 법률의 개념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27) 이와 같은 해석론적 문제 제기는 단순히 개념 조
작적 차원의 논의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만약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법률 개념을 실
질적 의미의 법률로 해석하게 된다면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는 법규명령, 규칙, 조례 등을 통해서도 자동적 처분의 규범적
근거가 설정될 수 있다. 반면 해당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해석하게 된다면 자동적
처분의 근거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률’ 개념의 명확한 해석은 자동적 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일차적 주체의 확정
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자동적 처분이라는 작용형식을 허용하는 규범의 층위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상의 법률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에 규율된 법률의 개념을 해석
하기 위해 체계적 관점에서 참조해야만 하는 조항은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이다. 행정기
본법 제2조 제1호는 ‘법령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를 법령과 자치법규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이라고 구체화하고 있으며,28)
법령의 경우 ①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②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그리고 ③이들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
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29)이라고 열거하고 있다.30) 이처럼 행정기본법이 설정하고
27) Gröpl, Staatsrecht I, 13. Aufl., Beck, 2021, Rn. 434-439; 한수웅,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21, 1150-1151면. 우리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개념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준별하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로는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바148;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28)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나 목.
29) 이러한 행정기본법상의 규율을 통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의 유형 중 하나가 되었다는 평가로는 홍정선, 전게서, 29면.
30)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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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령등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면, 법률은 하위법령 및 자치법규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법률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 살펴볼 사항은 행정기본법
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이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행정기본법안의 경우 독일 연방행
정절차법 제35a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의 규범적 층위를 ‘법령’으로 정
하고 있었다. 이는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의 규범적 층위를 다양화하여 자동적 처분의 실
질적 활용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자동적 처분이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자동적 처분 활용과 관련된 행정청의 운신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서였
다.31) 하지만 자동적 처분의 허용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어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규범적 근거의 층위를 법률로 한정하게 되었다.32)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에서 의미하는 법률의
개념은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행정기본법이 설정한 규범적 틀에 따르면 어떠한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
자동적 처분 허용성에 대한 판단주체의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기술하면, 입법자에 의해서
개별 영역에서의 자동적 처분 허용성이 인정되어 이것이 법률을 통해 기술된 경우 비로소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허용의 타당성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어떠한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이라는
형태의 작용형식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청 개념을
가 개별 법률을 통해 자동적 처분의 허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별 행정청이 자동적 처
31) 법제처, 전게서(조문별 해설), 81면.
32) 배병호, “행정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488-489면. 국회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384
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일: 2021.2.24.)의 회의록의 33-39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링크를 통
해 입수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0845 (최종접속일: 20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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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범적 설정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행정청에 의한 자동적 처분의 무분별한 활
용 및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제한이 성문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상황은 자동적 처분이 필요한 영역을 특정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실무적으로 입법자가 아닌 행정청일 텐데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허용해주
지 않는 경우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동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모
범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규
범제정권자에 의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이라는 규율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
다.33) 따라서 자동적 처분의 허용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구체적인 논증에 앞서 결론을 선취하여 기술하자면,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자동
적 처분의 근거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 연혁적 분석과 체계
적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잠정적)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 제출 당시 행정기본법안은
법령의 개념을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의하고 있었다.34) 하지만 국회의 심
의 과정에서 법령 개념 범주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뿐 아니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
법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의 허용규범의 층위를 설정함에 있어 현행법과 달리 행정기본
법안에서 설정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법령을 통해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도록 규율하였다
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통한 자동적 처분의 허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적 틀이 구축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통해 자동적 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 규범 구조가
구축되었다면,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처분청 스스로 자동적 처분 허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자동적 처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자체적으로 생성해내는 유연한 규범체계가
구축되었다는 방식의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35)
33) 이러한 비판을 소개하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로는 이재훈, 전게논문(「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500-501면.
34) 법제처, 전게서(제정이유서), 39면.
35) 참고로, 상위 법령에서 자동적 처분의 가능성 그 자체가 이미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는 자동적 처분의 허용성 자체는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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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관련해서는, 제･개정 과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검토와 토의 과정을 통한 통제밀도가 취약할 뿐 아니라 명확성, 예측가능성과 같은 법치국
가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36)
그리고 자동적 처분을 내리게 되는 완전히 자동화 된 설비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20조
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와는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규율하고 있는데,37) 편향성 및 왜곡의 문제,38) 설명가능성과 관련된
이슈39) 등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40) 이
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통해 처분청만의 독자적 판단
으로 자동적 처분의 허용성이 근거지워질 가능성을 담고 있는 형태의 규범체계는 현재로서
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실제로 특정 영역에서 자동적 처분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
한 토론 가능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교량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입법절차를 통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충분한 민주
적 정당성 확보와 자동적 처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로
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입법자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전거가 되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법문을 구
성하면서 행정규칙이 제외41)되는 법문인 ‘법령’(Rechtsvorschrift)을 활용하여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규범적 근거의 층위를 설정함으로써 행정행위 발령청이 단독으로 전자동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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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144-145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위헌성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류지태, 「행정법의 이해」, 법문사, 2006, 194면 이하.
37)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중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법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는 정남철, 전게논
문(「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247면.
38) 알고리즘에 의한 공행정과 관련하여 편향성 내지 왜곡에 대해 유의미한 선행 연구로는 선지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 38-39면.
39) 알고리즘에 의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Herold, Algorithmisierung von Ermessensentscheidung
durch Machine Learning, InTer 1/19, S. 11;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법학논총」, 제38집 제3호, 97면.
40) 참고로, 독일의 경우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을 위한 완전 자동화 설비에 자기학습적 알고리즘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
며(이재훈,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 쟁점”, 「행정법학」, 제16호, 116면), 국내 선행연구에도 자동적 처
분과 관련해서는 규칙 기반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블랙 박스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술수준의 인공지능의 적용
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존재한다(권은정, 전게논문, 102-103면). 행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 행정법 체계와 유
사성을 갖고 있어 우리의 행정법과도 유의미하게 참조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변화 내지 발전을 위한 다양
한 정책 방향성을 지향하면서도, 인간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결정은 기계적인(maschinell) 도움을 받아서 내려질 수는 있
으나 행정결정이 기계에 의해서(durch Maschinen)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접근 방식을 취고 있다(Bundeskanzleramt Österreich,
Aus Verantwortung für Österreich: Regierungsprogramm 2020 – 2024, Druckerei Walla GmbH , 2020, S. 225-226). 이
와 같은 서술은 인공지능(künstliche Intelligenz)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기계’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41) Stelkens, in: Stelkens/Bonk/Sachs(Hrsg.), Verwaltungsverfahrensgesetz, 9. Aufl., Beck, 2018, § 35a R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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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적합한 영역을 설정할 수 없도록 일종의 제도적 필터를 두고 있다는 점,42) 그리고 연
방행정절차법 제35a조상의 법령 개념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본질성설의 관점에서
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규범적 근거로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
다는 점43) 등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만을
통한 자동적 처분 허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자동적 처분의 근거가 법률을 통해 설정되도록
규율하고 있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의 규율 방식은 미래의 기술 발전과 사회상의 변화
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범적 층위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
라도,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44)

Ⅲ. 개별법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규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은 행정기본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에
부합하게 자동적 처분에 관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행정기본법
제20조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뿐 아니라 각종 공공단체 및 공무수탁
사인도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율하여 향후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다양한 주체
에 의해 자동적 처분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행정청
이 자신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온전히 자신만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자동적 처

42) Glaesner/Leymann, a.a.O., § 35a VwVfG Rn. 11.
43) Hornung, in: Schoch/Schneider(Hrsg.) Verwaltungsrecht(1. EL August 2021), § 35a Rn. 4; Kube, E-Government: Ein
Paradigemenwechsel in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in: VVDStRL 78, De Gruyter, 2019, S. 322; Windoffer,
a.a.O., § 35a Rn. 26. 물론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자
치법규가 당해 개념에 포섭된다는 해석론 또한 여전히 관련 문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최근 문헌으로는
Guckelberger, 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en aus der Perspektive des Bundesrechts, in: Braun
Binder/Bußjäger/Eller(Hrsg.) Auswirkungen der Digitalisierung auf die Erlassung und Zuordnung behördlicher
Entscheidungen, nap, 2021, S. 195 f.; Hoffmann-Riem, Recht im Sog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Mohr Siebeck,
2022, S. 256.
44)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일: 2021.2.24.)의 회의록의 39면에서도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선례의 축적 이
후 규범적 근거 층위의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향후 자동적 처분 허용성에 대한 규범적 층위 변경이 입법되는 경우 행정기본법의
규범 체계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개정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행정기본법의 법령개념에 포
함되기 때문에도 그러하며, 법률 및 그 이외의 규범적 층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입법방식이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법령 개념
해석과 관련된 이견 발생이라는 현상을 예방하는 방식이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향후 자동적 처분의 규범적 근거 층위를 변경하는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중 어떠한 규범적 층위에서 자동적 처분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 층위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 행정의 융통성 보장을 위해 보다 넓은 규범적 층위를 통한 자동적
처분 허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라는 진단으로는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행정법연구」, 제65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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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활용할 수는 없다. 자동적 처분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 자동
적 처분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5)
따라서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 특정한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적법하게 발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개별법적 규율형성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한
입법자의 법률형성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
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우선 독일의 개별 입법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017년 3월 연방
행정절차법 제35a조가 도입된 이후 독일에서는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개별법에 도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개별 행정법제에 도입된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실제
입법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 법제 형성 작업과 관련하여 우
리에게 법제(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독일
의 개별 입법례 분석 내용 및 앞서 Ⅱ.에서 분석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 처분에 대한
개별법상 규율을 함에 있어서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46)

1. 독일 개별법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규율: 배터리법을 중심으로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행정기본법 제20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범을 통
해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행정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 실제로 독일의 개별 행정 법제를 살펴보면 배터리법(Batteriegesetz)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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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와 같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요구사항과 달리 형식적 법률상의 자동적 처분 허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발령한 경우 이는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하자와 관련하여, 자동적 처분 허용 근거 규정 없이 발령된 자동적 처분은 중
대･명백한 하자를 갖고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법제처, 전게서(해설서), 213면). 독일의 경우, 연방행정절차법 제35a
조에서 요구하는 법령에 의한 수권 없이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발령된 경우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독일 행정
법 문헌의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Prell, in: Bader/Ronellenfitsch(Hrsg.), BeckOK VwVfG mit VwVG und VwZG(54. Edition,
Stand: 01.01.2022), § 35a VwVfG Rn. 11c; Stelkens, a.a.O., § 35a Rn. 56). 필자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라
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견해 역시 대부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는 진단을 하
고 있다(Hornung, a.a.O., § 35a Rn. 57).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법령유보 위반과 관련된 하자론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
하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로는 이재훈, 전게논문(「행정법학」, 제16호), 130-131면;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49집 제2호, 215면.
46) 이미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주된 관점은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법률형성 과정
에서 주의해야만 할 행정재량의 여부에 따른 자동적 처분 활용 가능 영역 검토(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 관련) 및 이에 기반한 개별 법률을
통한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 허용 가능성과 같은 논의는 이하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참고로 독일 연방행정절차
법 제35a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된 기존 선행문헌으로는 이재훈, 전게논문(「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177-179면.
47)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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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법(ElektroG)48), 연방공무여행비용법(Bundesreisekostengesetz)과 같이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발령에 대해서 성문화한 개별 입법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
원고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독일의 개별 법제 중 현행 배터
리법 및 배터리법 개정 관련 입법이유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독일의 개별 행정법
제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규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
록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배터리법과 관련된 행정실무의 동향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독일 배터리법 개관
현행 배터리법49)은 전신인 구 배터리법50)을 개정한 것으로, 2020년 11월 3일 공포되
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이하 배터리법이라함은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현행 배터리법을 의미한다).51)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유형, 종류, 규모, 화학적 구조 등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배터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로,52) 배터리의 유통, 회수 및 친환
경적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터리 제조자의 등록(Registrierung)에 관한 제도적 규율(제4조), 배
터리 제조자의 배터리 회수 및 처리 의무(제5조)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비인 배터리 회
수 시스템에 대한 허가(Genehmigung)에 관한 규율(제7조), 관할 행정청의 등록 및 허가
권한(제20조), 관할 행정청의 감독 권한으로서 재량행위적 성격을 갖는 등록 철회 및 허가
철회와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 등록 철회와 허가 철회(제21조), 배터리 회수 시스템 관련
법령상의 요건 준수 명령(제28조 제1항) 등이 배터리법의 주요 규율 내용이라고 할 수 있
다. 배터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관련된 이러한 배터리법상의 권한을 수행하는 행정청
은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이다(배터리법 제19조, 따라서 이하의 서술에서 ‘관
할 행정청’은 연방환경청을 의미한다).

Akkumulatoren.
48)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49) BGBl. 2020 Teil I Nr. 50, S. 2280 ff.
50) BGBl. 2009 Teil I Nr. 36, S. 1582 ff.
51) BGBl. 2020 Teil I Nr. 50, S. 2290.
52) 독일 배터리법 제1조 제1문. 다만 독일 배터리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 및 군수 목적 등으로 비축대상이 되는 배터리 등은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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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규율 1: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 및 세부적 규율
배터리법은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하는 개별 법제이므로,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볼 조항은 ‘행정행위의 완전 자동
화된 발령’이라는 조제목을 갖고 있는 배터리법 제22조이다. 동조항은 ‘개별 사안에서 공무
담당자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21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행정
청의 행정행위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서 발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3) 이
하에서는 동 조항이 담고 있는 규범적 함의 및 동 조항 도입과 관련된 법제 실무적 경향 등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 가능한 행정작용에 대한 명시적 지정
개별법을 통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살펴볼 점은 배터리법 제
22조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령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선
정하여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터리법 제22조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
령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제20조･제21조 및 제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할 행정청의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될 수 있는 배터리법
상의 행정행위로는 관할 행정청에 의한 배터리 제조자 등록54)과 배터리 회수 시스템 허가
(이상 배터리법 제20조 관련), 배터리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파산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제조자 배터리 제조자 등록 철회 및 배터리 회수 시스템 허가 철회(이상 배터리법 제21조
관련),55) 그리고 배터리 회수 시스템 관련 법령상의 요건 준수 명령(제28조 제1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개별법제
법
제

53) 이는 배터리법 제22조의 법문을 의역한 것이다. 배터리법 제2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54) 배터리법상 사업자 등록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Landmann/Rohmer, Umweltrecht (Werkstand: 96. EL September
2021), BattG § 4 Rn. 20, 21. 배터리법과 규율 대상영역을 달리할 뿐 전반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전기전
자제품법의 경우에도 제조자 등록(Registrierung)은 예방적 허가유보부 금지에 상응하는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ier, Die Gemeinsame Stelle nach dem Elektro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2016, S. 125 f.).
55) 이들 철회는 배터리법 규정상 기속행위로 규율되어 있는 철회이므로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단서에 대한 예외적 규율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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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von Verwaltungsakten
Verwaltungsakte der zuständigen Behörde nach den §§ 20, 21 und 28 Absatz 1 können unbeschadet des § 24
Absatz 1 Satz 3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vollstä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 sofern kein Anlass besteht, den Einzelfall durch Amtsträger zu bearbeiten.

법제논단

구성과 관련된 학계의 진단과 입법자의 실제 법제화 방식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
행정절차법 제35a조와 관련된 주요 문헌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완전 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유형 지정 없이 추상적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완전 자동화
처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규율되어만 있으면 된다는 진단,56)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행정행위의 전자동화 발령 가능성이 도출되는 것이면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서 요구
하는 사항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진단57)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입법자는 이와 같
은 추상적인 규율방식 또는 규범해석론을 통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 도출 방식을
입법적으로 택하지 않고, 배터리법상 특정한 행정행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입법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떠한 행정행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될 수 있다고 규율하는 입
법방식은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도입 이후 성문화된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 규정들(전
기전자제품법 제38a조, 연방공무여행비용법 제3a조)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2) 입법자에 의한 작용형식 특수성 진단 및 관할청에 대한 재량 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입법자는 배터리법 제22조를 통해 특정한 행정행위들이 전
자동화 행정행위의 형태로 발령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도
입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입법자는 배터리법상의 행정행위들의 특수성 및 실무적 운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터리법에 규율되어 있는 다양한 행정행위들 중에는 표준화
및 유형화(Standardisierung und Typisierung)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행정행위 유형이
존재하고 이들의 경우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형태로 발령되기에 적합하다는 진단에 이른 것
으로 판단된다.58) 그리고 이러한 진단하에, 독일 입법자는 해당 행정행위들이 전자동화 행
정행위의 형태로만 발령되어야만 한다는 형태의 기속적 규율 방식(Muss-Vorschrift)이
아닌, 관할 행정청에게 이들 행정행위를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
담당자의 의사적 작용을 매개로 발령되는 전통적인 행정행위로 발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수여하는 형태(Kann-Vorschrift)로 법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

56) Stelkens, a.a.O., § 35a Rn. 31.
57) Guckelberger, a.a.O., S. 196. 명시적인 허용이 요청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결국인 이와 궤를 갖이하는 진단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Ramsauer, in: Kopp/Ramsauer(Hrsg.), Verwaltungsverfahrensgesetz, 19. Aufl., Beck, 2018, § 35a Rn. 12.
58) BT-Drs. 19/19930, S. 51.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이 허용된 구체적인 유형은 앞의 Ⅲ. 1. 나. (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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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수여에 대해서 독일의 입법자 스스로 입법이유서를 통해 명확하게 관할 행정청에게 재
량을 수여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59) 이러한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개별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특정한 행정행위가 완전 자동화된 발령 방식
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입법이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실무
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를 도입할 때 의도됐던 작업방식60)이 구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61) 이러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규정의 성문화 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입법자에 의한 관련 행정행위의 행정 실무적 속성 규명과 입법과정
의 투명화를 통해 실제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령되었을
때 이에 대한 상대방 및 시민사회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실무적 방식이라고
판단된다.62)
그리고 입법자 스스로 해당 행정행위들이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되기 적합하다고 판
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동화 행정행위 형식의 실제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에게
재량을 수여한 것 또한 법제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입법자는
입법이유서를 통해 관할 행정청에게 왜 그와 같은 형태의 재량을 수여하고 있는지는 명시적
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당연한 듯이 관할 행정청이 재량을 갖는다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량 수여가 이루어진 이유는 다양한 시각에서 추단해 볼
수 있다. 우선 행정법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독일 입법자는 연방행정절차법 제10조
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절차의 비정식성(Nichtförmlichkeit des Verwaltungsverfahrens)
및 이에 따른 행정청의 절차재량(Verfahrensermessen)에 부합하도록 행정청에 전자동
화 행정행위를 활용 여부에 대한 재량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63) 또한 행정 실무
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 집행과정에서 행정행위의 완전 자동화 실현 가능성은 관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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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BT-Drs. 19/19930, S. 51.
60)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서 별도 법령을 통한 근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규범제정권자에 의한 행정작용적 특수성 검토 및 이를 통한 전자
동화 행정행위 활용 적합 영역 식별,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의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이라는 작업방식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gl. BT-Drs. 18/8434, S. 122)
61) 이와 같이 어떠한 행정행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평가 및 판단이 이루어지는 입법 실무의 모
습은 전기전자제품법 제35a조 도입과 관련된 입법이유서에서도 관찰된다. BT-Drs. 19/26971, S. 66.
62) 행정기본법 제20조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사회의 우려(https://act.jinbo.net/wp/43540/, 최종접속일: 2022.4.23.)를 고려한
다면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적 처분에 대한 수용성 제고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63) 행정절차의 비정식성 및 이를 통해 수여받게 되는 행정청의 절차재량은 행정 실무와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기
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ennekamp, in: Mann/ders./Uechtritz(Hrsg.), a.a.O., §10 Rn. 12. 전자동화 행
정행위 허용 규범에서 행정청의 절차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는 Stelkens, a.a.O., § 35a Rn. 32.

법제논단

정청이 입법자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입법이 이루
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64)
(3) 보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규율 경향성
배터리법 제22조의 규범적 의미을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배터리법 제22조 도입 과정에
서 이루어진 입법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독일의 법제실무적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배터리법 개정 이유서의 주요 내용,
특히 제22조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조항의 법제
화와 관련하여 독일 입법자의 경향성에 대해서 가늠해보도록 한다.
현행 배터리법 제22조와 관련한 입법이유에서, 독일의 입법자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
조에 따라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권한수여’(eine gesetzliche
Ermächtigung)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65) 이는 마치 입법자 스스로 연방행정절차
법 제35a조상의 ‘법령’(Rechtsvorschrift) 개념 범주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축소하여 해
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파악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와 관련된 입법이유서에 법령유보
(Rechtsvorschriftvorbehalt)가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로 기술되어 있어, 입법
자 스스로 규율 내용과 관련된 개념적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촉발된
적이 있어,66) 배터리법 제22조의 입법이유에서 ‘법률을 통한 권한수여’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만으로 독일 입법자가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
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맥락적 불분명성에도 불구하고 독일 입법자가 배터리법 입법이유서에
서 ‘법률을 통한 권한수여’라는 표현을 굳이 재차 활용하여 공식 문건에 기록하고 있는 점은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과 관련된 규범적 층위 선택에 있어 독일의 입법자가 법률적 차원
에서의 규율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또 다른 개별법적 규율인 전기전자제품법 제38a조와 관련된 입법이유
64) 이러한 관점에서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 이루어진 독일 학계의 찬반론에 대해서는 이재훈, 전게논문(「공법학
연구」, 제19권 제4호), 500-503면.
65) BT-Drs. 19/19930, S. 51.
66)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법령 개념과 관련 입법이유서의 법률유보 개념 사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훈, 전게논문(「성균관
법학」, 제29권 제3호), 164-166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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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독일 입법자는 배터리법 제22조에 대한 입법이유와 마찬가지로 연방행정절차법 제
35a조가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과 관련해서 ‘법률상의 권한수여’를 요구한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67) 더욱이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도입 이후 지금까지 개별법 영역에서 형
성된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규범 중 하위법령을 통해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허용성이 규율
된 바가 없다는 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독일의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개
별 입법과 관련해서 – 향후 변화 가능성은 존재하겠으나 - 현재로서는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의 규범적 층위 선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잠
정적 결론을 내리더라도 틀리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독일의 학계 논의 중에서도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법령’이라는 법문을 사용
하고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한 규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68)도 다
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다.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규율 2: 공무수탁사인에 의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독일의 개별 법제 검토라는 관점에서 구 배터리법69)과 현
행 배터리법의 규율 내용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을 때,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배터리법 제22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통해 관할 행정청의 전자동화 행정행
위 발령 가능성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규율이 배터리법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배터리법 규범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행정행위의 완전 자동화 발령의 행
정 실무적 활용과 관련하여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할 규정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배터리법 제23조와 제24조이다. 배터리법 제22조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배터리법
제23조와 제24조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행정권한 위탁 및 이에 대한 감독에 대한 조항으
로, 제22조와 마찬가지로 구 배터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규 조항들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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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BT-Drs. 19/2691, 65면. 참고로 독일 연방참사원(Bundesrat)의 경우, 연방공무여행비용법 제3a조를 통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
규정 도입에 대한 법률안 제안서에서 규범유보(Normvorbehalt)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법령을 형식적 의미
의 법률보다 넓은 범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Bundesrat-Drs. 15/21, 69면). 독일 입법과정에 있어서 연방
참사원의 법률안 제출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홍일선, “독일의 입법절차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2호, 19면 이하.
68) Hornung, a.a.O., § 35a Rn. 4; Kube, a.a.O., S. 322; Windoffer, a.a.O., § 35a Rn. 26. 물론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서 정하
고 있는 ‘법령’ 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가 당해 개념에 포섭된다는 해석론 또한 여전히 관련 문헌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최근 문헌으로는 Guckelberger, a.a.O., S. 256.
69) BGBl. 2009 Teil I Nr. 36, S. 158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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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법 제23조와 제24조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권한 위탁 및 감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일견 이들은 행정행위의 완전 자동화 발령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규정을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배터리법 제22조와의 관
계성 하에 면밀히 검토하면,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행정 실무상 활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규율이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권한 위탁 규정: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 위탁 명문화
배터리법 제23조 제1항은 우선 관할 행정청이 전기전자제품법상의 생산자 협회
(Gemeinsame Stelle der Hersteller)70)에게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위탁할 권한이 있음
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터리법상 규율되어 있는 관할 행정청의 권한들
중 어떠한 유형의 권한들이 공무수탁사인인 해당 협회에게 위탁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
게 규정하고 있다.71) 배터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배터리법 제4조 제3항, 제7조 제6
항, 제20조부터 제22조, 제28조 제1항과 관련된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이를 집행할 권한, 이
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취소 및 철회할 권한이 생산자 협회에게 위탁될 수 있다.72) 이러한
위탁 가능한 권한에 대한 규율 중,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배터리법 제20조부터 제22조의 권한 및 제28조 제1항의 권한이 생산자 협회에 위탁될 수
있는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배터리법 제20조, 제21조에 해당하는 행정행위 중 일정 유형
및 배터리법 제28조 제1항의 행정행위는 배터리법 제22조에 의해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형태로 발령될 수 있다.73) 그리고 배터리법 제22조는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발령될 수 있음
을 허용하는 규정이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형태로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배터리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 제1항상의 임
무 및 권한이 생산자 협회에게 위탁되는 경우, 해당 협회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이러한 권
한 행사의 일환으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 발령과 관련하여
70) 전기전자제품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 협회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Lier, a.a.O., S. 45, passim.
71) BT-Drs. 19/19930, S. 51.
72) 이러한 권한 이외에도 공무수탁사인이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확정 및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관할 행정청에
의해 수여될 수 있다(배터리법 제23조 제2항).
73) 이에 대해서는 앞의 Ⅲ. 1. 나. (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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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회에게 배터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도 위탁된 경우, 공무
수탁사인인 협회는 이들 행정행위를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할 수 있게 된다.
(2)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감독 규정: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 가능성
배터리법 제24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배터리법 제23조와는 달리 배터리법 제22조와의
관련성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배터리법 제24조 제1항은 전기전자
체품법상 생산자 협회가 관할 행정청의 적법성 감독 및 합목적성 감독에 놓인다는, 전통적
인 공무수탁사인과 행정청의 감독 관계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견 전
자동화 행정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규정으로 파악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회에게 위탁되는 권한의 유형 중 완전 자동화 방식을 통
한 행정행위 발령 권한이 포함되는 경우, 배터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감
독권은 공무수탁사인인 협회에 의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과 관련된 사항들에까지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협회에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과 관련한 권한이 위탁되어
실제 행정영역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경우,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
령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전자동화 방식으로 발령될 수 있는 행정행위에 국
한하여 전자동화 방식이 활용되었는지, 전자동화 방식을 통해 발령된 행정행위가 위법하거
나 합목적성에 위반인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전자동화 방식이 구현되는 기술적 요소가 적
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또는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구현하던 기술적 요소에 변화가 있는 경
우 이러한 변화가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적법성 내지 합목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
지 등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 위탁의 실제
앞서 살펴본 배터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규범분석 결과에 그치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배터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 발령된 연방환경
청의 위탁결정(Beleihungsbescheid)은, 공무수탁사인인 생산자 협회에 의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허용 및 이와 관련된 관할 행정청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따라
서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실제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위탁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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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 위탁결정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74)
이 위탁결정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배터리법 제23조 제1항에서 공무수탁사인
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권한이 전기전자제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생
산자 협회인 EAR재단(Stiftung elektro-altgeäte register)75)에 위탁되고 있다. 특히 이
위탁결정서에는 배터리법 제22조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완전 자동화된 발령, 즉 전자동
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이 EAR재단에 위탁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76) 또한
이 위탁결정서에 따르면 EAR재단은 연방환경청의 적법성 감독 및 합목적성 감독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연방환경청은 EAR재단이 적법하고 합목적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
별 지시(einzelfallbezogene Weisungen)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EAR재단은 자신의 임
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기술적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연방환경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77)
이러한 실제 위탁결정서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앞서 배터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한 분석 내용인, 공무수탁사인인 생산자 협회의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방식을 통한 공임무 수행, 그리고 해당 협회에 의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을 둘러싸고 발
생할 수 있는 관할 행정청의 감독 방식이 실제 행정 실무적 이슈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
단된다.78)

74) 이 위탁결정은 다음의 위탁결정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Umweltbundesamt, Beleihungsbescheid vom 01.01.2021 – Stiftung
EAR. 연방환경청의 위탁결정서는 다음의 주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입수할 수 있다: https://www.stiftung-ear.de/fileadmin/
Dokumente/Beleihungsbescheid-UBA_210101.pdf (최종접속일: 2022.4.23.).
75) EAR재단은 전기전자제품법에 근거하여 전기전자제품 관련 제작자 및 기관들에 의해 설립된 민법상 재단에 해당한다
(https://www.stiftung-ear.de/de/ueber-uns/wer-wir-sind, 최종접속일: 2022.4.23.). 전기전자제품법 자체에서는 생산자
협회 자체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협회의 법형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협회의 법형식
을 민법상 재단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이에 대해서는 Lier, a.a.O., S. 46).
76) Umweltbundesamt, a.a.O., S. 2.
77) Umweltbundesamt, a.a.O., S. 3.
78) 참고로 현재 시점에서 EAR재단의 홈페이지(https://www.stiftung-ear.de/) 검색을 통해서 완전 자동화 방식의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는 검색되지 않다(최종접속일: 2020.4.25.). 행정행위의 완전 자동화 발령이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구현될 것
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할 행정청의 감독 수행 및 감독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인지 향후 지속적 추적연구
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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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이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의 개별 법제인 배터리법 분석을 통
해 최근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과 관련된 독일의 구체적 입법내용 및 입법방식, 그리고 실
제 행정 실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점은 다양하다.
우선 독일의 경우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하는 규율을 함에 있어 조제목 자체에서 명
시적으로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개념 징표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법조문에서 어떠한 행정행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
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조항을 구성함에 있어 해당 행정행위의 특수성을 입법자
스스로 평가･분석하여 전자동화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법이유서를 통해 명
시적으로 기술하는 점도 입법실무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사회적 수
용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하여
기속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철회만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형태로 발령될 수 있다
는 점도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한편으로는 입법자 스스로 개별 행정작용의 특수성을 면밀
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개별법을 구성함에 있어 - 연방행정
절차법의 일반법적 성격으로 인해 연방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입
법, 즉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을 허용할 수 있으나 - 연방행정절차
법 제35a조가 설정하고 있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한계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구체적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재량을 수여하여 기
존 행정법 법리적 측면에서, 또한 행정 실무적 측면에서 실무적합성 있게 전자동화 행정행
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수여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입법이
유서를 통해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입법방법론의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권한 위탁 및 감독
있으며, 실제 행정실무에서도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 및 이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발견되
었다.
이와 같은 독일에서의 입법 선례는 자동적 처분에 대한 개별법적 규율을 해 나아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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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법제논단

는 우리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을 통해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정을 개별법에 도
입할 때 고려되어야(만)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개별법상 자동적 처분 규율 관련 입법적 고려 사항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도입 이후, 행정기본법 제20조 도입 전후로, 처분(행정행
위79))의 완전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온 가운데, 자동적 처분이 우리 개별
법제에 실제로 도입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 이슈로는 당사자의 절차법적 권리 약화 방지, 자동적 처분 발령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 반영 가능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내지 알고리즘의 안전
성･투명성 및 적법성 보장, 자동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논의되
고 있다.80)
하지만 앞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처럼 기존에 이루어진 논의들
이외에도 개별법상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구성함에 있어,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제도적 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보다 더 다양하게 존재한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서 검토한 독일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향후 자동적 처분에 대한 개
별법적 규율을 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 기존의 논의들과는 다른 또 다른 유형의 - 사항
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79)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자동적 처분은 ‘자동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검토되기도 했다(박재윤, 전게논문(「행정법연구」, 제65호), 3
면; 채향석/하명호, 전게논문, 6면).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조제목을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적당했다는 평가도 존
재한다(정남철, 전게논문(「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233면).
80) 관련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들로는 권은정, 전게논문, 89면 이하;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
찰”, 「법제연구」, 제59호, 44면 이하;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105면 이하; 김중
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3호, 146면 이하; 김중권,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제740호, 53면 이하; 김휘식,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에 대한 규율과 권리구제”, 「IT와 법연구」, 제22집,
301면 이하; 법제처, 전게서(해설서), 211면; 이재훈, 전게논문(「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145면 이하; 이재훈 전게논문(「공법학연
구」, 제19권 제4호), 481면 이하; 이재훈, 전게논문(「행정법학」, 제16호), 111면 이하;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2호, 136면 이하; 정태종,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법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
87집, 903면 이하; 최승필, 전게논문, 207면 이하; 홍민정/강현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제31권 제
1호, 143면 이하; 홍정선, 전게서, 160-161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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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적 처분 대상 행정작용의 명시적 규율 및 완전 자동화 징표의 명시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별법상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행위들 중 입법자가 전
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행정행위들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전자
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적 처
분이 가능한 처분의 유형을 명시적 지정으로 지정하여 규율하는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 개
별 법제에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도입함에 있어 활용되어야 할 법제화 방식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 도입
과정 중 국회에서 자동적 처분 도입의 신중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을 고려한
다면, 더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특정한 처분 유형이 자동적 처분의 형태로 발령될 수 있다는 형태의 조문을 구
성할 때 - 부수적일 수도 있지만 주의해서 -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동적 처분의 속성인 ‘완
전 자동화’를 해당 조문에 어떻게 반영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의 행정법제의
경우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과는 달리 부분 자동화와 완전 자동화가 단계적으로 입법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완전 자동화 단계만이 성문화되어,81) 개별법에 규율된 자동적 처분
이라는 개념을 파악할 때 – 비록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는 완전 자동화를 의도하고는 있지
만, 개별법상의 조항만을 놓고 보았을 때 - 자칫 부분 자동화도 해당 조항을 통해 규율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8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방법으로 고려해 볼 방안은, 우선 자동적 처분
의 근거 규정을 도입할 때 조제목에서 완전 자동화 징표를 명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제목 자체에 완전 자동화를 명시하는 것은 독일의 개별 법제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당해 조문과 관련된 행정작용의 속성이 공무담당자의 의사적 매개가 없는 완전
자동화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동적 처분 입법례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 규율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 근거 규정에서 행정기본법 제20조를 원용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입법례의 경우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를 원
81)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도입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국내 행정법제에도 완전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에 대한 규율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는 이재훈, 전게논문(「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184-185면.
82) 법제처, 전게서(조문별 해설), 80면도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의 관념에 부분자동화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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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식이 아닌 조제목을 통해 행정행위 발령의 완전 자동화라는 징표를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이를 참고한다면 자동적 처분에 대한 개별 조항을 도입할 때 조제목을 통해 완
전 자동화라는 자동적 처분의 징표를 명확하게 해준다면 굳이 행정기본법 제20조를 개별
조항에서 원용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정 초기에 행정기
본법의 모범으로서의 기능83) 및 법령 정비 향도적 기능,84) 그리고 자동적 처분이라는 제도
와 관련된 오해의 불식 등을 고려한다면 자동적 처분 도입의 초창기에는 개별 법률의 규정
에 행정기본법 제20조를 원용하는 것을 입법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적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동적 처분 대상 선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유 공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노정 된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이슈는 시민사회에서의 완전 자
동화된 처분에 대한 수용(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자동적 처분 제도의 신중한 도
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입법자는 자동적 처분의 규범적 근거가 형식
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 마련되도록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자동적 처분에 대한 개별법적 규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이는 추후 개별법을 통해 도입된 자동적 처분에 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
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 입법의 전문성 제고 및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의
사결정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해소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독일 입법자가 전자동화 행정행위로 발령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세하게 법률 차원에서 지정하여 기술하는 방식과 함께 입법
이유서를 통해 특정한 행정행위가 전자동화 발령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게 된 이유를 명시적
으로 기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방식은 자동적 처분에 대한 개별법적 규정을 마
련하여 운용함에 있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자동적 처분의 무분별
한 확산 방지 및 적합한 영역에서의 자동적 처분 활용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살

83) 김중권, 전게논문(「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7-8면.
84) 정남철, 전게논문, (「법제」, 제693권),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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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입법 실무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자동적 처분 활용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 수여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법률상의 근거 규정을 도입할 때, 독일의 입법 사례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실제로 자동적 처분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상황에서 자동적 처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각
사안별로 자동적 처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무담당자에 의한 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등은
입법자에 의한 판단보다는 실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보다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적 처분으로만 특정한 처분이 발령되도록 규율하
게 되는 경우 기술적 장애로 인해 자동적 처분 발령이 불가능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
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자동적 처분
에 대한 개별법상의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는 형태의 조문구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동적 처분 발령 주체의 명확화: 자동적 처분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규율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율을 개별법에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는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기술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다. 자동적 처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정청이 자신에게 공무담당자의 의사적 매
개 없이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법률을 통해 제공되는지
여부는 자동적 처분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
문이다.85)
이와 같은 자동적 처분 발령 주체의 명확화라는 관점은 자동적 처분으로 발령되기 적합
다. 하지만 이 논점은 단순히 자동적 처분 발령에 대한 조항 구성이라는 논점에 한정되지
85) 다만, 완전 자동화 발령에 적합하다고 판명된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 조문 자체에서 처분 주체인 행정청이 명확히 기술되어 굳
이 자동적 처분에 대해 규율하는 조문에서 처분청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자동적 처분 발령 주체가 법조문상 별도의 명시가 없어
도 법체계상 명확한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기술적으로 처분청에 대한 명시가 생략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독일의 연방공무여행비용법 제3a조는 ‘공무원여비지급결정은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발령될 수 있다.’(Der
Bescheid über die Reisekostenvergütung kann vollstä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고 규율
하여 별도의 행정청 지정을 하지 않은 채 행정행위가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점만을 규율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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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오히려 관련 법률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개별법률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개별법에 나타나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경우 구체적인 행정권한과 업무
를 지정하여 위임･위탁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위임･위탁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수임･수탁기관의 유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
하는 경우86)도 존재한다.87) 개별법에 후자와 같은 위임･위탁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가설
적 상황을 상정해 보자면, 특정한 처분이 자동적 처분으로 적합하다는 평가에 기반하여 자
동적 처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해당 법률에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동
적 처분의 발령 권한이 대통령령을 통해 비로소 수임･수탁기관에게 위임･위탁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적 상황과 관련하여, 수임･수탁청이 자동적 처분을 발령한 경우 이를 법적으
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규율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탁사인도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에 포섭되므로 권한위임･위
탁을 통해 수임･수탁을 받은 기관이라면 자동적 처분의 발령 주체인 행정청으로서의 적격
을 갖추는 것 그 자체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율과 관련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법률로 정하는 바’가
요청하는 규율 밀도를 높게 파악하는 경우 법률에서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처분청
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구체적인 권한의 위
임･위탁 대상에 자동적 처분이 포함되지 않은 채, 대통령령을 통해 비로소 자동적 처분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이 규율되고 이를 통해 수임･수탁청이 처분청으로서 자동적 처분을
발령하게 되는 상황은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법률로 정하는 바’가 요청하는 규율 밀도를 낮게 파악하는 경우 자동적 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권한의 위임･위탁 가능성 자체도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대통령령을 통해 비로소 수임･수탁청에게 자동적 처분 권한의 위임･위탁이 이루어진다고

86) ‘이 법에 따른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위임하거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와 같은 형태의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개별법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87)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626면;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0, 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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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는 법률로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식논리상 행정기본법 제
20조 본문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88)
이와 같은 해석론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여 자동적 처분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제고
하고, 자동적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정을 개별법에 도
입할 때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규정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동적 처분 발령 권한의 위
임･위탁이 법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자동적 처분의 위임･위탁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
련된 개별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적 처분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자동적 처분 발령 권한을 위임･위탁 받게 되는 수임･수탁청이 누구인지가 예측
가능하게 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앞서 살펴본 독일의 배터리법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다. 배터리법 제
22조는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 대상을 명시하고, 동법 제23조는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
령과 관련된 권한이 전기전자체품법에 따른 생산자 협회에 위탁될 수 있으며, 위탁 가능한
권한 유형 중 전자동화 행정행위 발령 권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는
향후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 법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참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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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이러한 후자와 같은 접근 방식은 행정기본법 제20조를 도입 과정에서 자동적 처분 관련 제도의 신중한 도입이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 그
리고 이로 인하여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규범적 층위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한정지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
지 않는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89) 위임･위탁청의 수임･수탁청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는 – 독일의 배터리법의 입법례와는 달리 -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차원에서
규율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개별법에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형식적
법률로도, 하위 법령으로도 규율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위임･위탁청의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 자동적 처분에 대한 합법성 감독과
합목적성 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동적 처분을 실현하는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감독도 위임･위탁청을 통해 이루어
져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논단

Ⅳ. 나가며
지금까지 ICT 기술의 발전에 터 잡아 행정작용의 새로운 양태로 등장하게 될 자동적 처
분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동적 처분은 공무담당자의 의사적 매개가 없
이 발령되는 처분으로서 행정기본법에 도입될 당시부터 도입 여부 그 자체에 대한 찬반론
이 있었다. 이러한 찬반론은 자동적 처분을 실현하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의
구심과 ICT 기술에 기반한 행정 자동화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최신 기술의 공적 영역을 통한 상용화라는 다양한 관점의 충돌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들의 충돌 속에 우리의 입법자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공무담당자
의 의사를 매개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된 처분의 발령은 신중하게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적 처분의 근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행정법제상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일차적으로는 자동적 처
분에 대한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0조를 통해서 자동적 처분
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
동적 처분에 대한 제1차적 규율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2차적으로, 자동적 처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되어야 행정 실무에서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적 처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규율은, 관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자동적
처분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일종의 제약인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 전
체 체계,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 기반하여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독일 입법실무 현황,
자동적 처분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타당한 입법적 규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향후
자동적 처분 제도의 안정적 운용 및 자동적 처분을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의 신뢰성 확보 등
제반 사정이 갖추어진다면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 처분을 허
용하는 규범적 층위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행정규칙을 제외한 하위법령으로 확
장하는 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제1차적 규율인 행정기본법에 의해 자동적 처분은 제2차적 규율인
개별 법률을 통해서 허용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개별법을 통한 자동적 처분의 규율과 관
련해서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제약의 보완, 처분과 관련된 개별적 특수성 보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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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국가배상과 관련된 제도적 정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 이외에도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예측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자동적 처분에 대한 허용 규정을 개별법에 도입함에 있어
입법(기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념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의 명시, 자동적 처분의 형태로 발령될 수 있는 개별 처분
의 명확한 제시, 자동적 처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별 처분 판정에 있어서 전문적 판단 및
판단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시적인 입법이유 공개, 행정실무상 자동적 처분
활용 여부 판단과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 수여, 자동적 처분 발령 권한의 위임･위탁 허용성
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위임･위탁에 대한 명시적 허용규정 도입 및 수임･수탁 주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시 등이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고자 하는 개별 법률을 구성할 때 고려되어야
만 할 입법(기술)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화 방식은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전거를 갖고 있는 독일의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개별 법제, 특히 배터리법 및 이와 관련
된 입법이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지금까지는 본고를 통해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 법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
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 법제 형성과 관련해
서는 이러한 사항들 이외에도 더욱 고려되어야만 할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간략
히 첨언하면서 본고를 마치도록 한다. 본고의 주된 고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도 있게 논의
되지는 않았지만,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으로 인해 개별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 허용 규정이 도입이 전적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90)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전
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규범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앞서 독일의 배터리법과
관련된 개별 법제를 검토하며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입법자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행
정행위의 철회에 국한하여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허용할 뿐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방식은 전
면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담고 있는 규율 내용을 입법자
90)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이 부합규정을 담고 있다고 하여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부합규정이 행정기
본법 제5조 제2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 행정기본법의 규율 내용과 다른 개별법상 특별한 규율이 전적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행
정기본법 제5조 제2항의 부합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특
별한 규정이 도입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입법과정상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다른 규정 도입된 특수성이 보다 면밀하게 논증･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同旨: 법제처, 전게서(해설서),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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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중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법제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
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의해 미래에는 재량행위까지도 자동적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기도 한다.91) 하지만 현재로서는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을 통해 도출되는 행
정기본법의 모범적 기능 및 개별 법제 향도적 기능을 존중하여, 제도적 안정성 검증 및 사
회적 수용성 확보, 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개별 법제를 통해 재량행위
와 관련한 영역에서의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당분간은 지양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91)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195면.

14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국내문헌]
<서적>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전면개정판), 국회사무처, 2019.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제4판), 법문사, 1994.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제26판), 법문사, 2022.
김유환, 「현대 행정법」(제7판), 박영사, 2022.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제4판), 법문사, 2021.
류지태, 「행정법의 이해」, 법문사, 2006.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제18판), 박영사, 2021.
박균성,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0.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및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정남철, 「한국행정법론」(제2판), 법문사, 2021.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제8판), 법문사, 2020.
한수웅,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21.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제2판), 박영사, 2022.
법
제

<논문>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9.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3호, 법조협회, 2017.
김중권,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제740호, 법조협회, 2020.

2022. 6

143

Legislation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법학논총」, 제38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제논단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김중권,“「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Ⅱ”, 「법제」, 제693권, 법제처, 2021.
김현준,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저스티스」, 제188호, 한국법학원, 2022.
김휘식,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에 대한 규율과 권리구제”, 「IT와 법연구」, 제22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21.
박재윤, “행정기본법과 부관의 남용”, 「행정법연구」, 제6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행정법연구」, 제6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배정범,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선지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양상”,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이재훈,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 쟁점”, 「행정법학」, 제16호,
한국행정법학회, 2019.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임성훈, “행정기본법 하에서 인허가의제의 운용방향”,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2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정남철,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제693호, 법제처, 2021.
정남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21.
정남철,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행정법학」, 제21호, 한국행정법학회,
2021.
정태종,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법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정하중,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小考)”, 「법제」, 제689권, 법제처, 2020.

14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

조인성,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토지공법연구」,
제9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채향석/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제60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4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20.
홍민정/강현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홍일선, “독일의 입법절차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15.

<기타 자료>
국회사무처, 제38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호소위원회) 제2호,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0845, 최종접속일:
2022.4.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의견서, https://act.jinbo.net/wp/43540/, 최종접속일: 2022.4.23.

[해외문헌]
Bader, Johann/Ronellenfitsch, Michael(Hrsg.), BeckOK VwVfG mit VwVG und VwZG(54.
Edition, Stand: 01.01.2022), Beck, 2022.
Bundeskanzleramt Österreich, Aus Verantwortung für Österreich: Regierungsprogramm
2020 – 2024, Druckerei Walla GmbH , 2020.
Braun Binder, Nadja/Bußjäger, Peter/Eller, Mathias(Hrsg.) Auswirkungen der Digitalisierung
auf die Erlassung und Zuordnung behördlicher Entscheidungen, nap, 2021.
Fehling, Michael/Kastner, Berthold/Störmer, Rainer(Hrsg.), Verwaltungsrecht, 5. Aufl.,
Nomos, 2021.

법
제

Herold, Viktoria, “Algorithmisierung von Ermessenentscheidungen durch Machine Learning”,
InTer 1/19, S. 7 ff.
Hoffmann-Riem, Wolfgang, Recht im Sog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Mohr Siebeck, 2022.
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ssrecht, 12. Aufl., Beck, 2021.

2022. 6

145

Legislation

Gröpl, Christoph, Staatsrecht I, 13. Aufl., Beck, 2021.

법제논단

Kube, Hanno, “E-Government: Ein Paradigemenwechsel in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in: VVDStRL 78, De Gruyter, 2019.
Kopp, Ferdinand O./Ramsauer, Ulrich(Hrsg.), Verwaltungsverfahrensgesetz, 19. Aufl.,
Beck, 2018.
Körner, Anne/Leitherer, Stephan/Mutschler, Bernd/Rolfs, Christian(Hrsg.), Kasseler
Kommentar Sozialversicherungsrecht(Loseblatt), 116. Aufl., Beck, 2021.
Landmann, Robert von/Rohmer, Gustav(Hrsg.), Umweltrecht(Loseblatt), 96. Aufl., Beck,
2021.
Lier, Johann, Die Gemeinsame Stelle nach dem Elektro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2016
Mann, Thomas/Sennekamp, Christoph/Uechtritz, Michael(Hrsg.),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 Aufl., Nomos, 2019.
Maurer, Hartmut/Waldhoff, Christia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 Aufl., Beck,
2020.
Schoch, Friedlich/Schneider, Jens-Peter(Hrsg.), Verwaltungsrecht(1. EL August 2021),
Beck, 2021.
Stelkens, Paul/Bonk, Heinz Joachim/Sachs, Michael(Hrsg.), Verwaltungsverfahrensgesetz,
9. Aufl., Beck, 2018.

14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

Abstract

Gesetzliche Rahmensetzung
über di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

Jae-Hoon Le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Law

Allgemeines Verwaltungsgesetz(AVG) wurde am 23 Mai 2021 verabschieden
und trat am 24. September 2021 in Kraft. Nach §1 AVG zielt es darauf, die
Grundlagen und Grundsatz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vorzuschreiben. Von
daher

wurden

verschiedene

verwaltungsrechtliche

Grundsätze,

z.B.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Vertraunsschutz, Koppelungsverbot, Gleichheitsprinzip,
usw. als Gesetzestexte vorgeschrieben. Zudem wurde das Wiederaufgreifen
gegen Verfügung, dessen Vorbild in § 51 VwvfG(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ablesbar

ist,

in das

koreanische

Verwatlungsrechtssystem

eingeführt. Hinzu kommt, dass ein gesetzlicher Rahmen, welcher mit die
Automatisierung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zug nimmt, durch AVG gestaltet
wurde. §20 AVG regelt di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
Nach §20 AVG, dessen Vorbild in §35a VwVfG gefunden wird, ist es möglich, dass
erlassen wird. Aber eine Verwaltungsbehörde dürfte nicht allein entscheiden, ob
sie solch ein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Handlungsweise benutzen kann, da
nach §20 AVG eine gesetzliche Grundlage über solche Verwaltungsverfügung
nötig ist.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normative Bedeutung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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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esvorbehalt nach §20 AVG. Im Anschluss daran wird geprüft, ob solcher
gesetzliche Rahmensetzung in §20 AVG rechtspolitisch rightig ist. Zudem
behandelt es sich in diesem Beitrag, welche Aspekte in der gesetzgeberischen
Praxis berücksichtigt werden sollten, falls eine gesetzliche Vorschrift, welche
die Einsetzungsmöglichkeit der vollautomatisierten Verwaltungsverfügung
eröffnet, in einem parlamentarischen Gesetz gestaltet wird.

Key Words: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 Allgemeines
Verwaltungsgesetz,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ollautomatiserter
Verwaltungsakt, Verwaltungsautomation, Behörde, Batteri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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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기본법」은 개별법에 산재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 할 수 있
도록 이의신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청에게 곧바로 불복을 제기
한다는 점에서 간편하며 행정의 자기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에서는 권리구제의 실익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논의되었던 종래의
비판으로는 각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각기 다른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과, 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
다가 행정심판의 제소기관을 도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정식 쟁송제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자신이 발급한 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을 요구
하는 것이므로 공정성 있는 기관이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
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
법」 제36조에서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두어 개별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율하였던 제도의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식 불복절차와의 관계정립
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행
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다
만 이의신청제도가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한 제도적인 구축이 요구된다.
첫째,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의 특례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가 존재하고, 특별행정심판에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구체화시켜야 한다. 둘
째, 행정절차법과 조화를 통해 이의신청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과의 연계 아래에서 이의신청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위한 본래 취지에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개별법상 이의신청 조항에 대
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이 「행정기본법」에 마련되었으므로
개별법의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주제어: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행정심판, 행정절차, 행정불복절차,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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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행정법의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부로 시행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 속 행정작용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종래 우리 행정법제는 무수한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나 법집행의
원칙･기준인 통칙적 규정을 담은 행정법전이 부재하였다. 그로 인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사한 제도를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
정하고 있으므로 규율체계를 통합 및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1) 이에 법제처는 2019년 7
월 2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하고 이후 9월 4일 행정법제 전문가 다
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와 토론을 거쳐 「행정기본법」안
을 마련했다.2) 법안의 제정 취지 역시 “이 법이 행정 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개별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행정법 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은 국민
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
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 하였고,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의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에 산재
된 제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는 간소화하였다. 「행정
기본법」은 산재되어있는 실체법 규정을 체계화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법체
계를 효율화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 규정으로 개별법의 이의신청에 대
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의 근거를 둔 이유는 동법의 제정
취지가 일반적 공통적인 법률을 정비하는데에 있으므로, 개별법에 산재된 이의신청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에 입법하는게 적합하다는 다수의 실정
법상의 학계와 실무의 논의에 따라 마련되었다.3) 이의신청은 국민이 해당 처분청에 대하여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제도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 규정 없이 개별법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두는 현행 입법이 다수 있으나4), 통일적이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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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선희. 「행정기본법안 검토보고」.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 1-2면.
2) 홍종현. “「행정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와 발전방안 : 헌법 원칙의 행정법을 통한 구체화의 체계”. 「공법학연구」, 2021. 22(2), 66-67면.
3)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안 심사보고서」. 2021. 52면.
4) 이의신청제도로 분류되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는 수는 307개 정도로 집계되며 개별법에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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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여 국민들이 불복절차를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식
행정쟁송제도와의 관계성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실
무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자는 논의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
합하자는 논의.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개별법률을 개별적으로 정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5)
급기야 이의신청제도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다가 행정심판의 제소기관을 도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정식 쟁송제도에 오히려 장애
가 되고,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자신이 발급한 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을 요구하
는 것이므로 공정성 있는 기관이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는 비판까지 있었다.6)
위 논의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
하게 되었다. 먼저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 대상처분과 공통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도모하였고(동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충돌이 없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제4항). 또한 개별법령에 이의신
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기회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
였다(동조 제5항).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의 통일적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이 법에 이의신청제도가 정
착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장치로 역할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행정기본
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조항으로 여기서 ‘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한 동조 이의신청에 행정심판 또는 특
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례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가, 각 개별법들 예를들어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는 어
떻게 되는가, 「행정기본법」이 우선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불복’
등으로 표현되며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는데 각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의 용
어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위의 물음에 대한 검토를 토대
로 향후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이의신청제도와 법적 규정에 대해 학계와 실무의 종래의 논의를 살

예상된다.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법제연구 」,2020.59, 75면.
5)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법학연구」, 2012. 53(4),126-129면.
6) 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경희법학」, 2021. 56(1).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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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조항의 취지 및 입법내용
을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이 법의 이의신청 조항이 행정불복절차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 법의 이의신청 규정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이의신청 및 다수 개별법과의 관계를 어떤식으로 정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
도록 한다.

Ⅱ.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1.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의 일반론
가.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종래의 논의
이제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그 중 자주
논의가 되는 내용으로는 첫째, 이의신청절차가 무수히 많은 개별법에 통일적 기준 없이 산
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의신청 기관, 행정쟁송과의 관련성이 제각각 규정되어 통일성이
없어 이의신청 규정이 있어도 이용하기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이 각 개별법마다 다르고 기간이 불분명한 법률이 상당수가 존재하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절차를 거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7) 특히 용어
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강학상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불복절차 전반을 포괄하는 용
어로 사용하고 있어 종래 개별법에는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
정되었고(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74조의18, 국세기본법 제6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8), 법령을 해석
해보았을 때 상급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임에도 ‘이의신청’을 사용하거나 당해 행
정청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임에도 ‘심사청구’를 사용하는 등 혼란9)이 있다.
둘째, 이의신청제도가 국민이 정식 불복절차를 밟는 것을 봉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이의신청 제도간의 통일성이 결여된 것과, 행정심판 및 소송과의 관
법
제
Legislation

7) 류광해,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법조」. 2014. 63(2), 161-163면.
8)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박영사. 2022. 255면.
9) 예를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건축사법 제38조의 3 제4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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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법령에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지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하
는지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심판제기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 대상은
무엇인지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전심절차가 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10) 또한 실무에서의 이의신청이 학문상의 이의신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용
어가 통일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진행하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오
히려 쟁송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11)
셋째,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
련규정이 부재한 이의신청제도가 많아 권리구제의 공백이 있으며 행정심판이 개별법에 규
정된 이의신청제도와 관계설정에 있어서 입법적인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그
러하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허용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12)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에는 일응 행정심판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불
복절차로서 행정소송만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가능하다고 해석하
는 것이 적합하다.
넷째, 이의신청이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실효성있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대해 제기하게 되므로 심판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으로 인
해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미흡한 점13) 등이 지적되었다.

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
이의신청은 개념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자가 당
10) 법령에 이의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은 특별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해당된다. 김남철. 위의 논문.
119-122면.
1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행정처분취소] 이의신청 절차를 밟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판례이다. 대상 판
결에서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재
심의 신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의 제소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였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재심의 신청’은 판례가“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
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용어는 ‘재심의 신청’이라고 명시해두고 있지만 본질은 이의
신청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지 않게 된 사례
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813 판결 등이 있다.
12) 이의신청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자는 견해로는 류경해 위의 논문; 김남철 위의 논문; 김용섭 위의 논문 등이 있다.
13) 김용섭. 위의 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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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정청에 대해 그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14)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곧바로 불복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처분 이후 불복절차 중 신속･간편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의신청과 구분되는 개념으로는 행정심판 등이 있는데, 이의신청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문제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어 각 개별법
제도의 실질을 살펴보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기준으로
는 첫째, 불복절차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처분청에 대해 제기하
는 간이한 불복절차이므로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 이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
판의 특례절차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및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갈음한다.15) 둘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기관에 따른 구분
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하게 처분청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이의신
청을 직근상급행정청이나 제3기관에 제기하는데 해당 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
는 방식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분한다.16) 셋째, 사법절차를 준용하는지를
여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며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
차적 권리보장 등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17)

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정이유
‘간이 신속한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행정의 자기통제’ 라는 측면에서 이의신청제도는
실효성이 있다.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행정구제절차에 능통하지 않은 처분의 상대방인 국
민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불이익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처분청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재고를 함으로써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
로 국민의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고 간편･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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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하중,김광수.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1. 611면.
15) 김용섭,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행정법연구. 2015. 86면.
16) 백옥선. 2020, 위의 논문, 74면.
17)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구지방세법제74조제1항등위헌소원] [헌집1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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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용성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제도로 대체하거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8) 하지만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내용으
로 재심사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제소기간을 놓쳐버려서 제도의 목
적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야기하고 재판청구권까지 박탈하게 되는 사례19)가 있
으므로 이의신청제도를 「행정기본법」에 입법한 만큼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
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행정기본법」은 앞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개별법에 산재된 법률을 효과적으로 정비하
기 위해서 이의신청에 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조문의 취지에서도 밝히
고 있듯이 이의신청제도는 간편하게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나 이의신청
의 용어와 기간이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이 초래된 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그러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 절차 및 방법을 규정
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개별법령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
어 있지 않은 처분 또한 불복할 기회를 제공20)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21)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는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
고, 처분청에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법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명시해두고 있어야 이의신청이 인정된다고 보았다.22) 그러나 동
법의 제정 이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다른 법률
에 이의신청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36조가 적용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이
의신청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36조
가 적용된다.
논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
18) 일본에서는 행정불복심사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종래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들을 동시에 개정하여 재조사청구(우리나라의 이
의신청)과 심사청구(우리나라의 행정심판)으로 행정불복제도를 단순화 하였다.. 이는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
적 재조사청구제도(우리나라의 이의신청)는 청구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의 이용편리성을 높인 바 있
다. Ito, Haruhiko. "行政不服審査法の改正について." 臨床法務研究 15 (2015): 31-34p.
19)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6813 판결 [조정금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4242 판결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
20)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행정심판
법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다시 판단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정선. 위의 책. 2022. 255면.
21)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104면.
22) 홍정선, 위의 책, 2022.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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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정만으로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한 발 다가갔다고 볼 수 있지만, 불복절차의 난립으
로 오히려 권리구제에 발목을 잡는 제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본래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동법 제36조가 시행되
기 전까지 꾸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라.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재검토를 구하는 제도이다.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은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전에 간이한
절차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자신이 내린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성에 대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기본법」은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이 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조항
을 두어 이의신청에 대한 통칙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
도록 하고 있다. 그 역할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개별법령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지않은 처
분에 대해서도 동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불복기회를 제공하여 권리 구제범위를 넓
혔다. 이의신청제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의 처분인 경우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의신청 이후 행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하여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제껏 문제점으로
논의되어 온 부분에 대한 규정을 입법하였다.
이의신청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개별법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측면은 의의가 있
지만, 법률간의 충돌 및 중복이 없게끔 하기 위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게 하면서 개괄적인 형태로 규율하다보니23) 구체적인 정비가 요구
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미 개별법에 이의신청제도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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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기본법」을 제정할 때 기존입법과의 관계에서의 법적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개별법에서 다양한 처분을 규정하는 불복절차가 예외가
많으므로 개별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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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지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에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특례와 같
은 행정심판절차가 포함되는지 만일 해당 불복절차와 이의신청이 함께 규정되어있는 경우
에는 이의신청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가.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 대상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개별법령에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재결청에 불복하
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24)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된다. 이해관계자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등에서 제3자를 신청대상으로 두지 않는
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25) 이에 대해 행정처분 중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가 적지
않으므로 청구인 적격 및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26)이 있는데, 「행정기본
법」에 제정된 이의신청이 일반적 규정인 점을 들어 이의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
지27)로 신청권자는 처분의 당사자만 가능하다.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동법 제3조의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처분’의 대상의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일반행정심판의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
24) 「행정기본법」 제2조 제3항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25) 채향석; 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2021. 43면.
26)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公法學硏究 21.4. 2020. 205면.
27)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법제처 2021.: p.157, 백옥선. 위의 논문 p.79. 이의신청 주체에 제3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제3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에서 이의신청에서 제3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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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의 적용을 받는 동법 제4조에 해당되는 처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제4조를 별도로 두어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구별한 이유는
특별행정심판은 토지수용, 조세, 노동 및 징계 등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사안과 관계가 있
고, 행정심판에 관해 적용되는 근거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별행정심판 및 개별법
에서 특례로 적용되는 처분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일 때, 행정심판을 경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28)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도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각 개별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처분의 특수성 측면에서 입법취
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법 제4조의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례가 해당하는지대한 구
체적인 해석이 선행되어야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대상을 명확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만을 한정하는지 행
정청의 행정작용 일반도 포함되는지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
라지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
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는 “권력적 사실행위,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적 행정입
법, 한계를 넘는 행정지도”까지 포함되므로 이의신청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29)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는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각 법
령들은 처분의 특수성이 있고,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
정기본법」상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30)

나. 이의신청의 기간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이의신청제도는 기간에 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과 행정청의 효율
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정비가 요청된 바 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31) 불복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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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연구. 2015. 15면
29) 정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2. 63(1), 18-19면.
30)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법제처, 158면.
31) 이의신청기간이 불분명하거나 찾기 힘든경우가 11개로 약 17%에 이른다. 류광해. 위의 논문. 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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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이의신청 진행 기간 중에는 행정심
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불복절차를
제기하여 오히려 정식 구제절차를 밟지 못할 수 있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제각각이고 선행연구에서는 이의신청제도는 많은 경우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안 날’과 ‘있은 날’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32) 이
의신청 기간의 기산점 해석이 애매한 점이 있다33)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
반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의 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1항에서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에 동법에 따르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다.
이의신청은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있어 개별법에 명확한 규정을 둔 경우와 개별법에 규정
이 있더라도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에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쟁송의 전심절차인지, 이의신청의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쟁송이 제기가 가능한
지, 이의신청 결과를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많았다. 「행정기
본법」에서는 제3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는 이의신청 제도를 거쳐야만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의신
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불복구제절차가 통일성있게 정비되어있지 않은 현실34)에서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동법에서 이의신청의 일반법적 규정을 마
련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4항
에서 규정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종래 이의신청제도에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과 그렇지 않은 이의신청이 있는
데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일 경우에는 이의기각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제소기간
3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3) 이의신청제도는 55개중 4개만이 ‘안 날’과 ‘있은 날’을 구분하여 규정한다(유광해. 위의 글) 참조.
3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50%에 달하므로 법규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류광해. 위의 논문 172면 참조.

16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의 기산점은 ‘이의기각결정시’가 된다.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경우에는 이의기각결정 자체
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처분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었다.35) 그러나 동법 제4
항으로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또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시점이 쟁송제기기간의 기
산점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에 대해서 해당 법률이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
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이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36) 이처럼 대법원의 법리를
바탕으로 각 개별법에서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쟁송의 관계를 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쳤던 문제를 행정쟁송과의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한 바 있다. 종래 취소소송의 기산
점은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기산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
신청 절차는 「행정소송법」에서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
에37)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청구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의신청 절차중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8)

다. 각 개별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계
본래 이의신청제도는 개별 법률상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개별 법률상의
규정과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제도와의 관계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법 제36
조 제5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 개별법에 이의신청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되고 개
별법에서 제소기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본법의 원칙에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동조는 특별규정을 해석하는데 보충적용이 되며 국민 권리의무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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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훈. 위의 논문. 2022. 2면.
3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37)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 갈음되는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가 아닌, 당해 처분청에 대해 제기하는 간편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해당된다.
38) 위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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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의 성질을 갖는다.39)
예컨대, 이의신청의 기간이 불분명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 제247조40)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
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여 이의신청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
령령 에서는 이의신청의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내
에 지시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에 대해서만 나와있
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는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해둔 바가 없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
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
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퇴원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을 두고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조41)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동법 제19조에서 관
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
다. 위와 같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없
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
39)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1. 65, 1-31면.
40)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
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
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
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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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은 제척기간으로, 법적 불안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기간이다. 여기서 처분을 받은 날이란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고 30일
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42)
이의신청 제기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령을 검토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43), 39조44)에서는 수급자나 급여
및 급여변경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의
신청서를 받은 뒤 처분의 통지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의신청과는 무관하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45)에서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 처분에 이의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고 있지만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20조 4항에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지정권자에게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
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행정소
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이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
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별법에 근거한 이의신청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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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홍정선. 위의 책. 2022, 258면.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
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12.>”
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9조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
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45) 제15조 (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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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에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
다면 제기기간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이 적용되어 이의신청 결
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90일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를 동시에
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Ⅲ. 이의신청제도의 관계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1.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대상범위 명확화
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과의 구분을 위한 해석이 요구된다. 행정심판이 아닌 일반적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쟁송제기기간은 이의기각결정시가 아닌 당초 처분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법의 조문별 제정이유서에는 “당사자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신
청하는 제도는,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필요하나”46)라고 하여 이 법의 이의신청은 간편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 아
닌 일반적 이의신청을 규정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적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으로 용어는 이의신청이나 실질은 특별행정심판
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상급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에 하는 것으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쟁송제
기 기산점이 이의기각결정시가 되므로 이의기각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하도록 하지만 일반적 이의신청이 아닌 특별행정심판이다.
그러므로「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에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의 특례와 같은 행정
심판이 포함되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동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의 범위를 ‘행정심판법 제
46)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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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 1항
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
렇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특례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포함된다면 법률에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특례를 규정하면
서 이의신청도 함께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적용에서 배
제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로는 기본법 제36조가 「행정심판법」 제3조만을 언급하고 제4조는 언
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제4조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제2항에서 보충적으로 행정심판을 적
용하는 점, 특별행정심판은 행정심판만을 갈음하며 이의신청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서 「행정기본법」이 특별행정심판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47) 이
견해에 따르면 특별행정심판을 둔 개별법에 이의신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제36조가 보충적용 되며, 특별행정심판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지 않고 있더라도 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다른 견해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 의해서 행정심판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서 적용배
제가 되는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이의신청을 함께 규정할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법률이 특별한 권리구제 절차를 두려는 취지라는 점, 해당 처분에 대해서
는 처음부터 특별행정 심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정하는 등 특수한 불복절차를 통한 구제
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을 보충적용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
다고 한다.48)
이와 비슷한 견해로 개별 법률로 일반행정심판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특별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을 규정하는 경우 즉 「행정심판법」 제4조
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49)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두면서 이
의신청도 함께 규정할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을 규정한 취지로 미뤄보건데 보충적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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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박재윤. 위의 논문, 2021. 21-22면.
48) 백옥선, 위의 논문, 2020. 89-90면.
49) 이은상.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행정법연구」, 2022. 67, 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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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50) 생각건데, 동법 제3항에서 “제1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취지로 보면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간이한 불복
절차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법에서 해당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위하여 특
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 등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에 맞
게 해당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제도의 처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이 법의 이의신청은 일반적인 이의신청임을 명시하고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
판의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법의 규정도 준용하지 않는 불복절차
의 경우51)에도 「행정기본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개별법에서 달리 규
정한 입법 이유가 있으므로 보충적용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례로 정해진 것이 아닌 단순 불복절차의 성격인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것
이 타당한지, 일반적 이의신청으로 판단하여 이 법의 조항을 보충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처분 범위
이 법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
는 부작위’이지만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명문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부작위는 법문상 이 법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견해52)와 ‘부작위’가 누락된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입법상의 실수
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53)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에 ‘처분’ 뿐 아니라 ‘부
50) 이은상, 앞의 논문. 2022. 23면.
51)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절차는 사전구제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구제로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
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이전에 제기하는 세무관서 내 불복절차로 임의절차에 해당되나 행정소
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전심절차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중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제56조에
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특별행정
심판도 아니다.
52) 정훈. 위의 논문, 2022.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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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또한 포함되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후 「행정기본법」 개정 시에 ‘부작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행정절차법과의 조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처분 전
의 절차를 규율하는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영역의 큰 흐름
에서 처분 전까지 행정절차와 처분 이후의 행정불복절차가 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발급 이전에 해당되는 행정절차법과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시에 제기하는 사후
구제절차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사이에 위치하는 제도이다.54) 행정절차와 이의신
청은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의 영역에서 진행되므로 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후절차라는
형식적 의미 뿐 아니라 행정통제와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기능상 공통성이 있으므로 연계성
이 인정된다.55) 국민의 행정불복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절차법의 당사자와 의견청취를
통해 적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처분을 발령되게끔 하여 처분이 당사자에게 발령되면, 해
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 당해
행정청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처분을 시정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절차와 유기
적인 연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속 간편한 불복절차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
하는 이의신청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의 실효성만을 대상으
로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연계 아래에서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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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은상. 앞의 논문. 2022. 86면.
54) 독일에서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한 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 제68조 내지 제80조
에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Widerspruch)로서 행정심판을 두고 있다. 독일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제조건인 사전절차로 우리나라
의 독립적 구조인 행정심판과는 엄밀히 다르고 오히려 “이의신청절차”와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독일에서는 종래 행정소송의 전심인 구
제절차가 Einspruch(이의신청)과 Beschwerde(소원)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행정법원법이 제정된 이후 행정심판(Widerspruch)으로
통일되었다. 행정심판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구조는 우리나라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 이전 전심절차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 등 2차적인 행정절차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고 심판에 있어서도 직근 상급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최고행정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사무의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발한 처분청이 행정심판기관이 되는 등 행정절차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Voßkuhle, Andreas. "Allgemeines Verwaltungs-und Verwaltungsprozeßrecht." Rechtswissenschaft und Rechtsliteratur
im. 20. (2018) 937p 이하,; 하명호.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 「인권과 정의」, 2014. 445, 5
면. 오준근. “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희법학」, 2013. 48(1), 416-417면.
55) 이은상. 2022. 위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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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뤄져야 한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중에는 행정절차의 특례56)라고 볼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있다. 농약관
리법 제26조에서 이의신청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조 2항에서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
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不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특이하게 이의신청의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
본래 농약관리법에 의한 등록취소는 권리제한적 처분이므로 의견청취절차의 대상이 되
나 관련법에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절차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시에 정식 청문절차를 운용하고,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
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57)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분
명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규정한 이의신청제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
절차의 특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의 경우 행정절차에서 1차적 처분을 받고 그 이후
이의신청으로 2차적 처분을 받는 것 보다는 행정절차의 청문절차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심
리를 줄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처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청문절차 등 사전절차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되었다면 절차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지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처분 발급 이전의 행정절차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신청, 이유제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
회 등을 통해서 처분이 발령되기까지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시행된다면 상대방이
처분이후의 불복절차를 밟고자 할 때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 이
의신청을 제기할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판
단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이전의 청
문절차와 처분 이후 이의신청은 절차상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으나, 처분을 발급하는 행
정절차에서 청문 및 이유제시 등을 통해 충분이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
56) 김남철. 위의 논문. 121-122
57) 김광수. 위의 논문. 201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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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권익을 보호하는데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행정절차법상 청
문제도는 불이익한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시 처분원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 통지하고, 당
사자 상호간에 반증이 허용되며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주관적인 의사나 독
단 및 편견에 의한 결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서 규율
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청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권익구제
가 확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이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청문제도
를 실질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의견이 있지만58) 어느 한쪽의 제도개
선만을 꾸리기 보다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행정절행정절차제도와 상호 모
순 되는 바가 없도록 조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처분 발급 전까지의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과 처분 발급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은 유기적
으로 연관될 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별법상 이의신청 조항 정비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
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법정･질의･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등이 있다(동법
제2조). 이의신청의 주체는 당사자에 한정되며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 법의 이의신청은 거
부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해 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행정기관 장은 10일 안에 이의신
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35조 제2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
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제35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이 행
정심판이 아닌 일반적인 이의신청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에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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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김용섭. 위의 논문. 2021.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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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행정기본법」에 따라 민원처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가 논의된다.
우선 민원처리법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원처리법은 ‘민원’에 관한 일
반법이고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양 법 모두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기본법」의 이름이 ‘기본법’이지만 기본법이 다른 일반법에 비해 상위법의 지위에 있
거나 헌법과 일반법률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59) 「행정기본법」이 민원처리법
에 대해 상위법이 될 수 없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본
법」 제5조 제1항에도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조항이 민원처리법을 대체하거나 우선 적
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민원처리법의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에 해당되므로 민원처리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기본법」과의 규범적인 관계정립
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민원처리법 제35조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첫째, 이
의신청의 대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의 대상은 ‘거부처분’이고,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거부처분’이 포함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
여 거부처분이 아닌 행정청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으므로 민원처리법
이의신청규정은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60)
둘째, 이의신청 이후 쟁송제기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
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의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이의신청이므로 쟁송제기기간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시가 아닌 거부처분시가 된다.61)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59) 김현준.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법조」, 2019. 68(4), 28면.
60) 정훈. 위의 논문, 2022. 23면.
6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공2012하,2046]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
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
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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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송제
기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민원처리법에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므로 「행정기본법」 제
36조 제4항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는 규정에 의해 민원처리법의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62)
민원처리법 제35조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유사한 취지와 내용이고 「행정기본
법」에 따라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에 이의신청의 근
거를 굳이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경우 민원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처리법
제35조를 삭제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조항을 두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 용어 정비
개별법상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심사청구”, “불복”, “재심”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
로 규정되어 있다. 이의신청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강
학상 개념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곧바로 제기
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는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것이므로 각각 구별된다.63) 각
개별법을 해석해보면 상급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임에도 ‘이의신청’을 사용하거
나64) 당해 행정청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임에도 ‘심사청구’를 사용하는 등 용어가 정리되
지 않아 혼란이 있다.65) 이의신청이 여러가지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칭에 따라 구분
하기 보다는 제도의 실질을 고려해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심사청구’임에도 ‘이의신청’을 사용하는 경우의 정비방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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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훈. 위의 논문. 2022. 22면.
63) 김용섭. 위의 논문. 2015. 82면.
6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제4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65) 국민연금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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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66)는 신청인이 처분을 내린 당해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이의신청의 형태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지
만 상급기관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대상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국민기초생활법 제40조는 행정심판법 제3조인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67)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의 특
례도 아니고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은 「행정기본
법」의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기본법」 제36조의 규정을 보충 적용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처분청이 아닌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라도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고,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을 갈음하지 않아 실질이 이의신청인 경우
용어를 그대로 두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임에도 ‘심사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정비방안을 고
찰해본다. 예를들어 국민연금법 108조68)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
다면 처분을 한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는
신청인이 처분을 내린 기관에 직접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조
항이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08조의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동법 제110조69)의 재심사청
66)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 사례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0391&rowIdx=3704, 2022. 5.
27.일자.
68) 국민연금법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
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② 제1항에 따
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
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
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2. 4.>
69)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
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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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본다(동법 제112조).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특례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충적으로도 「행정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으나70)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개별법을 검토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규정하여 불복기회가 박
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행정심판특례에 해당되는 조항과는 별개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조항은 ‘심사청구’가 아닌 본래의 모습인 ‘이의신청’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불복절차의 규정에 대해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고찰해 볼 수 있다.

Ⅳ. 결론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제정되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대해 간이･신속하게 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각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고 용어 또한 정리되
지 않아 불복절차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
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어왔던 이의신청제도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미
비점이 보완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정식 쟁송절차를 밟
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률상 이의신청제도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으
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까지 보충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제도가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입법적 혼란을 해결하고 입법적인 보완을 통한 제도적인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이의신청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간이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레가 포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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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백옥선. 위의 논문. 2020.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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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처분 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
되므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별법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법상 이의신청이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삭제하고 「행정기
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 제도의 혼란함을 더해온 각 개별법의 용어에 대한 정리
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법조항의 실
질을 해석하여 ‘이의신청’으로 용어를 개정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
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처럼 행정절차법과도 연계가 이뤄질 때 행정작
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처분 발급 전까지의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과 처분 이
후 행정쟁송법 사이에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때 국민
의 권익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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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Regarding Objection Clauses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yo Jin Lee
Sogang University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a legal basis for formal objection
so that objection systems prescribed in individual laws can be defined in a
unified and systematical way. Formal objection system is easy in that one can
raise an objection against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nd has
advantages in that administration can promote its self-control. But academic
and practice have raised a doubt if the objection system will be profitable for
relief of rights. It has been traditionally criticized in that as individual laws
define objection with different terms, which may cause confusion; as period is
not certain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apse of the period of filing in administrative appeals can be occurred when
filing a legal challenge, which may hinder a formal dispute system; and as
objection requires the disposition agency to review its issued disposition and
rectify it, one does not go through independent judgment in a reputable
organization, which resultingly repeats a useless procedure. To solve such
problems, Article 36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ground
rules for an objection and individual laws have established common methods

2022. 6

177

Legisl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ystem that had been regulated in different forms.

법
제

법제논단

Moreover, it clarified the period of objection for establishing a relation with a
formal complaint procedure and mandat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36 of the
same act although individual laws have no provisions on objection, which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ng people’s rights. But for
effective operation to the purpose of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objec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a system by supplementing it legislatively.
Firs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objection prescribed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Judging by the Article 36 of the same Act, there
seems no legal conflict, but judging the applic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hould be preceded because there are forms that are difficult to
classify objection from exceptions of Special Administration trials or
Administrative Appeals and there are various types of Special Administration
appeals. Second, appeals proceedings in harmony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objection.
Under the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s well as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objection system should
be refined and by doing so, the system can function to the original purpose of
expanding the relief of people’s rights. Third, individual laws need to refine
objection clauses. Since the grounding clauses for objection are provided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pplying the
Article 36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by refining unnecessary
provisions.

key words: Formal Objectio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Procedure, Appellate Procedure,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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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
은 것에는 의문이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해당 조약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
된 근거로 삼는 경향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또는 국내법적 효력이 불분명
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시각
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오
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자 보편적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판결이유에 설시하는 예가 자주 나타나고 있
지만, 그 인용빈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기만 하다. 그마저도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당 사건의 결론도출에 있어 준거법으로 삼은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가
사소송을 비롯하여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분야에서 아동권리협약
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이 중첩되거나 아동의 권리를 확인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성질상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정내용의 중첩은
규정의 병존적 적용을 지지하는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동권리협약의 배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성질상의 제한이라는 것도 관념적인 기준이어서 아동권리협약을 실
제 사안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법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 주제어: 아동권리협약, 비준동의, 국제관습법, 국내법적 효력, 재판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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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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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은 1989. 11. 20.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
라 한다)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 9. 2.에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 9. 25. 위 협약에 서명한 후 1991. 11. 20. 비
준서를 기탁해 같은 해 12. 20.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았다.1)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실현
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당사국의 조치는 입법과 행정
은 물론 사법의 영역까지 아우른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
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
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를 확인하고 있다.2) 사법심사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임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에서 아
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현하여야 할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법부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지도 30여년이 흘렀지만 법원이 아
동권리협약을 판결이유에 설시한 경우가 많지 않을뿐더러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판단과
정에 ‘직접’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 판결이유에 설시된 내
용도 관련 국내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부각시키는 ‘장식품’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여겨질 만
큼 미미한 경우가 많다.3)
이 논문에서는 우리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에 인색했던 배경을 진단하고,
그 직접 적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자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또는 국내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고,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한 판결례들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해석론을 모색해 본다.
1) 오서현･정기상, 아동보호법론, 도서출판 유로, 2019, 25면.
2)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제6항)에서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함에 있어 협약조항이 법원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서 ‘일반논평’이란 유엔의
국제인권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약기구(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가 해당 조약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나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유권해석을 말한다.
3) 즉,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시 부분을 빼더라도 판결이유의 내용 전개와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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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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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동권리협약의 효력
1. 국회의 비준동의 없는 조약인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제89조 제3호).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
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
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60
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의 유형을 열거하였는데, 아동권리협약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따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어찌되었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4)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을 띤다. 헌법재판소는 1998. 11. 28. 한일 양국이 서명하고 1999. 1. 22. 조약 제
1477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5) 1945. 12. 27. 체결되어
1955. 8. 26. 조약 제24호로 발효된 ‘국제통화기금협정’,6) 1952. 12. 11. 조약 제38호로
발효된 ‘국제민간항공협약’7) 등에 대하여 이들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의 수준은 법률에 준하는 정도
라고 판단하였는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판시한 적은 없다. 헌법재
판소의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아동권리협약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8)
4) 독일기본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 있는 조약은 각 그 연방입법에 관할이 있는 기
관이 연방법률의 형태로 하는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라고 정하여 조약의
국내법적 위계를 정하는 일응의 기준을 선언하였다.
5)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결정.
6)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7)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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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조약 제1072호로 발효되어 1991. 12. 23. 관보에 게재되는 일련의 절
차를 거쳐서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준동의를 필요로 함에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아동권리협약에 ‘법률’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중요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정한 것은 국가의 이익
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된 조약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
다.10)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하도
록 함으로써 해당 조약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권
력분립의 관점으로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이상 형식적 의미
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은 국회가 독점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는 조약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기전(機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1)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사항’은 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② 국
내법에 저촉되어 국내법의 수정･변경을 요하는 사항, ③ 그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다.12) 조약의 어느 한 조항이라
도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어 국회의 비준동
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13)
8)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1989. 9. 29. 조약 제990호로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
위인정에 관한 지역협약’ 조약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가 헌법적인 것은 아니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결정), 이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방론으로 간략하게 설시한 것으로 상세한 논
증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다른 결정례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판시내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9) 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단지 그 효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될 따름이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이 국
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될 여지도 있어 우려스럽다.
10)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1, 1662면.
11)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는 외교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입법의 측
면에서는 국회입법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권력분립상의 국회법률독점주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설명
(전종익,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고시류조약,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239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12) 김용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순간법제, 통권 제244호, 1988, 32면; 도경옥,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3, 105~113면; 박영태, 조약심사와 그 사례 소개, 법제, 통권 제473호, 1997, 113
면;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국회동의의 법적 성격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5
호, 2003, 101~102면.
13) 도경옥, 위의 논문,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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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한다.9) 다만, 그 효력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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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논단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가 주된 내용
을 이룬다. 아동권리협약에 열거된 아동의 권리 중에는 국내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
은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의 직접적인 면접
교섭권(제10조 제2항),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접근권(제17조)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내 법률이 아동
권리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포괄한다고 볼 수도 없다.14)
나아가 아동권리협약에는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당사국에서 이행법률을 제정할 것을 전
제한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테면,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시적 또는 항구
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
용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
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15)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은 국민인 아동의 권리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아동권리협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에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의 수준을 ‘법률’로 인정하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데도 그 비준동의를 거
치지 않은 조약이나 애당초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
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16)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조
차 인정받지 못한다면,17) 그 실효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아동권리
협약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여 법률에 준하는 수준 이상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즉, 국회의 비준동의를 배제할 정도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국내 법률의 내용과 중첩된다고 볼 수 없다.
15) 이들 조항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다는 것이 이행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16) 전종익 교수는 “만약 모든 조약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의 경우 헌법상 법률제정에 국회가 관여할 방법
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의회의 입법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점에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전종익, 앞의 논문, 239면), 이에 적극 찬동한다.
17) 심지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헌법과 동일하거나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부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소혜, UN 아동
권리협약 제4조의 이행상황, 법조, 통권 제713호, 2016,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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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법
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적어도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8)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보편타당한 국제법규범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규를 말한다. 조약도 그 ‘주요 내용’이 국제사회의 절대 다수
국가의 호응을 얻어 일반적인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19)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즉, 국가의 실행이 통일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성을 갖추되, 각국이 그러한 실행을 하
는 것이 단지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
된다는 확신이 수반될 때에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본다.20)
헌법재판소는 종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인
권선언에 대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
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
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거나21)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결사
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
용에 관한 협약), 제105호 협약(강제노동폐지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
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자
유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
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22)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한 예가 있어 주목할 필요
18) 국제관습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으나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널리 승인된 조약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포함될 수 있
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므로 이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선행연구의 내
용에 맡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정인섭, 헌법 제6조 제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서울국제법연
구, 제23권 제1호, 2016, 52~55면 참조.
19) 정인섭, 앞의 논문, 53면; 조약에는 발효에 관한 절차 조항 등 기술적･절차적 내용도 포함되므로 아무리 많은 호응을 받은 조약이라 할지
라도 그 조약내용 전체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2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11판), 박영사, 2021, 40면.
21)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
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결정.
22)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 등 결정, 위 2003헌바51･2005헌가
5(병합) 결정, 위 2006헌마462 결정, 위 2006헌마51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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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사
건에서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하여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 전범에 관한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의 권위와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
적 질서라고 할 것이다. … 국제사회에서 개인이 행한 침략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
쟁범죄 등에 대하여 국제전범재판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서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23) 독일
의 나치 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일제(日帝) 전범을 처벌한 도쿄 재판 등을 통하
여 침략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제전범재판을 통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는 국제법적 원칙이 성립되었고, 1946년 유엔 총회에서 ‘뉘른베르크 헌장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과 동 재판소의 판결을 확인하기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몇몇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하였다. “국제관습법에 의
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
나，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
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제한적 국가면제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판단하고,24) “본국에서 정치범죄를 범하고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로 피난해 오는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정치범 불인도를 국제관습
법으로 인정하였다.25) 또한,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
한 방식의 하나로서 …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형식”이라고 보았다.26)
반면에 대법원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27)
23)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4헌마888 결정.
24)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도형, 주권면제에 관한 한국법원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5, 131~143면 참조.
2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26)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2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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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기본권헌장과 그에 기반한 유럽인권법원의 입
장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28)

법
제
Legislation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위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위상 또는 법체계적 지위는 재판규범성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의 어느
지위에 놓이는지에 따라 헌법소송과 법원소송에서 준거규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
고 최종적인 규범통제의 권한과 책임도 달리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헌
법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면 헌법소송의 재판규범이 되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헌법에 열위인 경우에는 헌법소송에 의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것
이다(헌법 제111조 제1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법률과 동등한 또는 그보다 하
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 해석과 적용의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
속하게 되고,29)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재판의 전
제가 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이에 대해서는 ①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30) ② 헌법보다는 하위이나 법률
보다는 상위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31) ③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 ④ 법률
보다 하위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32) ⑤ 내용에 따라 다른 법체계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
다는 견해33) 등이 대립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한 결정에서도 그 법체계적 지위를 직
접 논하지는 않았다. 단지 “헌법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제6조)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라거나34)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
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28)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2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
헌바91 결정.
30) 최재훈･정운장, 국제법신강, 신영사, 1996, 89면.
31) 성낙인, 헌법학(제15판), 법문사, 2015, 317면.
32) 김대순, 국제법론(제18판), 삼영사, 2015, 304면.
33)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290면.
34)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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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35) 일반론을
설시한 몇몇 결정례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법률에 준하는
정도의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체계적 지위를 직접 판시한 적은 없고, 단지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예가 있을 뿐
이다.36) 다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면제에 관한 판결에서 “국제관습법상 인정
되는 국가면제의 법리는 … 헌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오로지 대한민국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
유로 이러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였다.37) 국가면제의 법리를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이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포섭하면서 이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건대,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어긋난다.38) 더욱이나 헌법과 동위의 효력을 인
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데, 국민
을 배제한 채 헌법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39) 헌법 부칙(제10호,
1987. 10. 29.) 제5조에서는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동위에 있는 조약
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천명하고 있고,40) 헌법과 법률 사이에 새로운 법체계를 형성할 것을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그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는 것은 수범자로 하여금 해당 국제법규의 법체계적 위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행동하게 하고, 법집행자가 자의적이거나 자기편의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
게 할 우려가 있다.41) 결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문언이나 국제법 존중주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35)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
36) 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8)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2005, 86면.
39)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2019, 534면.
40) 헌법재판소 2013. 11. 29. 선고 2012헌마166 결정.
41) 정인섭, 앞의 논문,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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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받은 다자간 조약이다. 아동권리협약이 이처럼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는 그 내용의 보편타당성이 자리 잡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관
념을 아동권리협약으로 실현함으로써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
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정언명령에 응답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입은 피해는 참혹했다. 이 전쟁
이 끝난 후에 영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며 1920년 국제연맹이 결성되는 세계적 분위
기 속에서 1922년 영국 아동구호기금의 ‘세계아동헌장’은 국제적인 아동권리운동의 토대
가 되었다.42) ‘아동의 권리’가 최초로 국제 문서에 채택된 것은 1924년 국제아동구호기금
이 발표한 ‘아동복지를 위한 제네바선언’인데, 이 선언은 같은 해 9월 국제연맹 총회에서 추
인을 받아 국제연맹의 이름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으로 알려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이다.43)
다만, 제네바선언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보호의 객체로 삼는 경향이 강하
였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은 것은 제2차 세계대
전이 끝난 다음이다. 유엔은 1959년 제14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
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
고,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지만, ‘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
에 지나지 않아서 법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44)
이에 그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유엔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 20주년을 맞아 그 해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
로 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질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세계 각국이 아동권리에 관한 집단
지성을 결집하여 1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조약안 마련과 그 비준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아동권리협약은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시각의 변화 등에 비추어
42) 송주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이념의 방향과 과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3, 182면.
43) 이윤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청소년연구, 제2호, 1990, 121면.
44)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제29호, 2009, 145~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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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논단

볼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
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자 보편적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중 기술적･절차적인 내용45)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갖춘 국
제관습법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선언한 부분, 당사국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부분, 당
사국의 의무이행상황 점검 및 협약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은 각각 국내 적용과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확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논증구조로 법률유
보원칙의 준거가 되는 ‘법률’에 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46) 적어도 아
동권리협약 중 당사국의 조치의무를 정한 부분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
인한 것이다.
㉠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위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이외에도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호에서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조례 제5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다.

45) 대체로는 아동권리협약 제3부의 내용들이 그러하다.
46)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19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Ⅲ.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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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제법이 직접 국내에 적용되
는 수용(incorporation)의 방식과 국제법의 내용이 국내법으로 만들어져 국내법으로서
실현되는 변형(transformation)의 방식이다.47) 조약의 경우에는 당사국의 헌법조항이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양자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을 포괄하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경우 그 성질상 변형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국제
법 존중의 관점에서 옳지도 않다. 국제관습법의 성립 여부와 그 시점을 항시 파악하여 이를
곧바로 국내법으로 성문화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국제법 위반의 위험에
항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관습법은 수용의 방식으로 직접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8)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침략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하여 국제전범재판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라
고 전제하고서 이를 직접 적용하여 국내의 모든 국가기관은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
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도출한 다음,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
으로 유효하게 승인되는 국제전범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 피해 보상 문제는 처음부터 이 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49)
대법원도 제한적 국가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한 판결에서 그 직접 적용을 전제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므로 그에 관한 소를 부적법 각
하하고, 국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50)

47) 전자의 방식을 일원론으로, 후자의 방식을 이원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48) 정인섭, 앞의 논문, 59~60면.
49)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4헌마888 판결.
50)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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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방식

법제논단

2. 아동권리협약의 소송유형별 적용례 분석
가. 개요
법률과 같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협약은 사법심사의 영역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서
직접 적용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이 재판규범으로서 작용하는 영역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법심사의 영역을 아우른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위법성,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의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 형사소
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있어 적법한 절차의 판단기준으로 아동권리협
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재판규범으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소송의 유형별로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한 몇몇 사안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아
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로 삼고자
한다.

나. 가사소송･비송
아동이 부모 등 양육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가사
소송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많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사건
에서 자녀인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대상판결1]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원고에게
자녀들의 캐나다 내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원고와 자녀들의 연락을 수개월 동안 단절시켰다.
<판단>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는데, 자녀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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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하였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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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가 약 한달 동안 자녀인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자녀와의 교류를 장기간 차단당하여 궁박한 상태에 처해있던 피고에게 증여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받아낸 데에 이어 피고의 재산 중 상당한 비중이 있는 아파트의 일부
지분마저 증여받았다. 원고는 그 후 약 한달 동안 자녀와 영상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또 다시 거절하면서 피고가 이혼을 협의하자고 말할 때까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판단>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아동에게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는데, 원고가 자녀와 피고의 교류를 차단하여 자녀의 부모
쌍방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피고의 자녀를 돌볼 권리를 해하고, 이러한 위법한 상황을 자신의
재산상･신분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52)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이혼사건에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한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삼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사자 중 한쪽을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지정하면서 해당 아동의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그 지정의 중요한 고
려요소로 삼음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가사소송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재판규범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동이 부모의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수동적 객체로 되는 것을 넘어 부
모에 의하여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제922조의2와 제924조의2
규정의 신설로써 그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
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
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
51) 서울가정법원 2021. 11. 23. 선고 2019드합11692(본소), 2020드합38808(반소)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증거들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그러한 권리침해 행위를 이유로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52) 서울가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르33242(본소), 2019르3325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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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논단

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정법원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
구할 수 있다.53) 종래 부모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에 비하여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적 구제수
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 형사소송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야 하므로,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곧바로 그 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위법성, 책임의 인정과 조각 등과 관련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내용에서 양형요소로 직･간접적으로 도출한 판결례들이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3]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자녀인 피해자(8세)를 3일 동안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원용하였다. 법원은 먼저,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이 입법화되어 아동의 권리가 구체적인 법률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아동권리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여전히 아동을 자신의
전유물이나 보호의 대상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동권리
보호의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무척 크다는 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다.54)
[대상판결4]
법률상 부부인 피고인들이 자녀인 피해자(여, 3세)의 전신을 밀걸레봉 등을 이용하여 30~40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4대 원칙을 구현한
아동복지법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확인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0년,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55)

53) 이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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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3, 4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양형의 고려요소로 전면에 내세웠으나 해당 사안에서
적용할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나 배경을 부각시키는 매개체 정도로 언급하였을 뿐이어서
아동권리협약의 간접 적용례로 평가할 수 있을 따름이다. 대상판결3에서 아동권리협약으
로부터 도출한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형사재판의 양형요소로 삼았다면, 대상판결4에서는
아동권리협약으로부터 국가의 아동보호의무를 도출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
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선언한
점에 특색이 있다. 즉, 대상판결3에서 아동학대범죄의 보호법익에 중점을 둔 반면, 대상판
결4에서는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3, 4에서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설시한 반면, 대상판결5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동권리협약 규정을 들었
다. 아동권리협약이 폭넓게 적용된 판결례로서 형사소송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더욱이나 대상판결5에서는 다른 국내법률
의 매개 없이 곧바로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직접
도출하였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례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다.

54)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이 판결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아동에게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아동학대범죄의 보호법익에는 개별 형사법에서 상정한 법익에 더하여 아동권리라고 하는 보호법익
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14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62 판결에
서도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위 판결의 논지를 원용하여 형을 양정하였다.
55)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합180 판결; 이 판결의 이러한 판시내용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합31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이 후속판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가의 아동보호의무가 실
현된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56)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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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5]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투약하고 이를 판매하기까지 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미혼인 피고인이 갓 출산한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 및 피고인의
딸이 그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56)

법제논단

라. 민사소송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대하여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
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
다.”고 판시하였다.57) 아동권리협약에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유사한 대국가적, 방어권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다수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구성한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적 규정과 일반원칙은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내용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6]
법원은 대상판결3 사안의 사망한 자녀의 친모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아동권리협약상 아동학대금지에 관한 규정을 들면서 아동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인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이 받는 충격과 고통이 큰 점,
생활반경이 좁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부모 외에 학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
어려운 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종종 훈육 수단 또는 가정 내부의 문제로 포장되며, 구조적
특성상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더욱
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58)

대상판결6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아동권리협약상 아동권리의 침해에서 곧바로 도출한
것은 협약의 직접 적용을 전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을 의식한 탓인지 아직까지도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한 판결
이 매우 드물다. ‘누구라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불법행위의 위법
성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 행정소송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할 여지가 많
다. 특히 출입국, 난민 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 행정소송
의 영역에서도 역시 협약을 직접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
57)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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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8]
원고는 15세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조치 및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을 양육할 사람이 모두
국내에 있어 강제퇴거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양육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의 취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당국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협약 제10조
제2항도 협약상 권리가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60)
[대상판결9]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인권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로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단체협약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인권모니터링 업무가 그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법원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비준･가입 사실만을 적시하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계획,
직제, 권한분장 등에 비추어 아동인권모니터링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61)

대상판결7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헌법과 병렬적으로 적시하여 기본권인 교육에 관한
권리가 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62)에 따라 헌
법 제31조 제1항에서 손쉽게 학습권을 도출해낼 수 있음에도 아동권리협약을 병존적으로

59)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60) 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2392 판결.
61)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누47580 판결.
62)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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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7]
중학교 교장인 원고는 교직원들에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의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피고 전라북도교육감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상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권)는
1차적으로 학생에게 있고, 학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59)

법제논단

적용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게다가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을 나란히 권리 도출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제법 존중의 차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한 의도
로 읽힌다.
대상판결8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을 들어 사실상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
을 전면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은 어떤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
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상판결9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내용을 설시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아동권리협약
의 적용례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원이 아동권리협약 제4조를 들어 그 협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아동인권모니터링 업무를 바라보았다
면, 아동권리협약 제4조를 직접 적용한 판결례에 해당될 수 있었는데, 굳이 국가인권위원
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면서도 위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서 아동권
리협약의 적용에 꽤나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아쉽다.

3. 아동권리협약의 간접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개요
실무상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여 결론의 논리를 구성한 판결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아
동권리협약을 국내법의 해석을 돕는 정도로 그 역할을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국내
법의 해석만으로도 사건의 해결에 충분한데 그 실정법의 제정 배경이나 취지를 부연하는
정도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설시한 것이다.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아동권리협약
을 굳이 간접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이유나 근거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제시되거나 짐작되
는 것을 짚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봄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여야 할 정당성
을 논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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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권리협약을 간접 적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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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는 국내법의 해석만으로도 사건의 해결에 충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할 유인을 찾지 못한다고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이 제정되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국내법 규정의 내용이 서로 중첩
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아동복지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등 상당 부분의 내용
이 편입되어 있어63)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올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을 보충적･보
조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정황이나 경위, 내용 등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삼을 수 있는데, 대상판결3, 4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아동의
4대 권리를 구현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끌어냈다. 여기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구체화된 아동의 권리까지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아동권리협약을 보충적･보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제법 회피의 경향으로 규정짓는다
면, 이는 아동권리협약에 친숙하지 않았던 실무례에 의해서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존재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재판규범으로 활용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설령 그 협약을 적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적 수단에 머물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
고, 이것이 곧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원천이
될 것이다.
(2) 아동권리협약 직접 적용의 성질상 제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대국가적, 방어권적 측면에서 정하면서 아동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
한 아동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준하는 추상성과 일반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언제나 재
판규범으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질에 비
63) 아동복지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 조치의무 중 상당 부분이 편입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2
조의 기본이념과 제5조의 보호자 등의 책무에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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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이를 사법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64)
법률규정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등으로 적용국면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데다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리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일반적인 법원리는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보충성을 갖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
에 맞는 개별적 규정이 없는 경우나 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법원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되고, 이때 아동권리협약의 내
용이 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을 가능케 하는 원천을 자기집행성,65) 즉 별도의 이행법률 없
이 그 규정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성질로 이해하는 경우 권리규정이 아닌 당사국의 조치의
무를 정한 규정은 자기집행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을 띨 수 있다.

다. 비판적 검토
(1)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 규정의 병존적 적용
국내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아동권리협약을 뒤로 물릴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규정내
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합관계에 있는 규정들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아동권리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은 법리적으로도 병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66) 더
욱이나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원론적･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규정과 결합하여 규범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전부가 국내법체계에 그대로 스며들어 형성된 ‘전체로서의 법질서’를 고려하
여야 하는 것이다.67)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포섭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동
권리협약의 권리내용이 국내법의 규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64)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한 논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적용부정설, 직접 적용설, 간접 적용설이 대립하
는데, 간접 적용설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5) 미연방대법원은 의회의 관여 없이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조약’(self-executing treaty)과 이행법률이 있어야만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비자기집행적 조약’(non self-executing treaty)을 준별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고, Sosa v. Alvarez-Machain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은 미국을 구속하지만, 비자기집행성 선언에 따라 자유권 규약은 연방법원에서 집행가능한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Sosa v. Alvarez-Machain, 542 U.S. 692, 735(2004)].
66)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
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아동권리협약이
기본권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이 서로 모순, 저촉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67) 장태영,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적용, 해석, 민사판례연구, 제42권, 2020, 10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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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 모
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아동권리협약
다고 정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후단68)의 각 규정내용은 민법 등 국내법에서 정한 내
용으로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연유에서 법원도 이들 협약규정
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직접 적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간접적으로만 적용하여 국내법의 해석에 참고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
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법원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협약내용을 배척할 논리로
남용될 수도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할 경우 국내법의 내용과 일부 상충하는 측면
이 있더라도 양자가 병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해석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간접 적용
할 경우에는 해석의 참고자료에서 배제하더라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동권리협약의 간접 적용을 지지할 근거인 ‘성질상 제한’의 미흡함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에 입법부의 실질적인 관여, 즉 이
행법률의 제정을 예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태생적으로 이행법률에
친숙하지 않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지 않을 분명한 이론적·법
적 근거가 없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당사국에게 일정한 국내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복지
법도 이러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아동권리협약과 해당 법률은
일체를 이루어 일정한 규율을 하게 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 조치의무에는 그 규율의
목적과 취지가 담겨 있어 해당 법률의 규율범위를 확정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과 해당 법률이 결합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69) 즉,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은 독자적으로 완결적 규율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법률과 결합하여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아
동권리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아동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보장의 정도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68) 이들 규정은 대상판결1, 2에서 법원이 직접 적용한 것이다.
69) 대법원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아동반환청구의 권원을 위 협약과 법률 모두에서 찾고 있다(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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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약 전체 조항과 협약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및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항고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작위의 위법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등을 떠올
려 보면, 아동권리협약에서 당사국의 일정한 조치의무를 정한 부분도 소송과정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70) 즉, ‘성질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해당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배제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는 없고, 소송의 유형이나 규정의 적용국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국제법 존중주의에 대한 헌법적 요청
당사국 내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이 관여
하지는 않는다. 단지 당사국이 선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방식이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이 그 협약의 위반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7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우리나라의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우
리나라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
였다.72)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을 통한 실행에 소극적인 것은 분명히 국제법 존
중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하다.”라고 전제하고서 국내 법률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를 위반한 경우 헌법원칙인 국제법 존중주의에 반하여 헌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73)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여 이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실질적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 존중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70) 이것이 곧바로 아동권리협약이 부작위위법확인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청구의 당
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협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각종의 보
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견해(현소
혜, 앞의 논문, 34면)도 있다.
71) 장태영, 앞의 논문, 1039~1040면.
72) CRC/C/KOR/CO/3-4, para. 10.
73)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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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에는 의문이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해당 조약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
된 근거로 삼는 경향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또는 국내법적 효력이 불분명
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시각
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오
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자 보편적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판결이유에 설시하는 예가 자주 나타나고 있
지만, 그 인용빈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기만 하다. 그마저도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당 사건의 결론도출에 있어 준거법으로 삼은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가
사소송을 비롯하여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분야에서 아동권리협약
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이 중첩되거나 아동의 권리를 확인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성질상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정내용의 중첩은
규정의 병존적 적용을 지지하는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동권리협약의 배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성질상의 제한이라는 것도 관념적인 기준이어서 아동권리협약을 실
제 사안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법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직
접 적용을 위한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이 더 이상 상징적인 의미로
남지 않도록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디 이 논문이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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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dicatory Norms

Ki-Sang Jung / Judge, Suwon High Court
Seo-Hyun Oh / Director, Korea Legal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Protec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hereinafter ‘UN CRC’)
did not receive consent to ratific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t fully deals with children's rights. The domestic legal effect of UN CRC
became unclear due to the belief that the treaty has the same effect as the act
by the National Assembly's ratification consent. However, in light of the
process of adopting UN CRC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rights of children, recognizing children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guaranteeing them by the state should be seen as a general principle
and universal legal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UN CRC is generally an approved international law
and has the same effect as the act.
In recent years, there have often been cases in which the judiciary explains
the contents of UN CRC as the reason for the ruling, but in absolute figures, it
is still insufficient. It is rare to directly apply the provisions of UN CRC in
deriving the conclusion of the case. Nevertheless, it is encouraging that UN
CRC has been mentioned in various litigation fields, from family litigation to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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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UN CRC has rarely been directly applied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contents of UN CRC overlap with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or that the contents of UN CRC are not suitable for direct application.
However, the overlap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corresponds to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coexistenc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and is not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exclusion of UN CRC. Restrictions in nature are also
ideological standards, so they are not conclusiv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UN CRC can be directly applied in actual cases. Efforts are needed to
directly apply UN CRC, even in response to the constitutional request of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 Key wor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ent to
Ratifica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omestic Legal Effect,
Adjudicatory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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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발행) ① 「법제」는 연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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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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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4급 이상의 법제업무 관련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제」 발간에 관한 일반사항
2. 원고의 모집 및 심사
3. 「법제」 배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심사위원의 위촉
6.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제」 편집･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제처장은 위원장을 새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 「법제」 발간 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일 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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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제10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법제분야에 관한 논문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25매 내외)로
한다.
③ 제출하는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초록으로 구성한다.
제12조(표지의 작성) ①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로마자), 저자이름(국문 및 로마자),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 목차,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10개
이내), 내용요약문(국문, A4 1매 이내)을 기재 한다.
②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 저자, 공동 저자의 순서로 기재하고, 명칭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제13조(본문의 작성) ① 목차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② 각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2.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연도(또는 제○○권 ○호), 면수
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4. 판례: 선고일, 사건번호(예: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5. 외국문헌･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른다.
6. 인터넷 자료: 저자명,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
③ 저서는 「」, 논문은 " "로 표시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④ 쪽수의 경우 국문문헌은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p 또는 S로 표시한다.
제14조(참고문헌의 작성) ①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외국문헌의 순으로 하고,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 리한다.
②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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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2.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호수, 발행연도
제15조(외국어 초록의 작성) 초록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A4 1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원고의 투고) ① 「법제」에 원고를 수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제」의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위원회 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와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에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제4장 원고의 심사
제17조(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제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위원장은 투고된 원고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지명한다. 이 경우 투고된 원 고의 필자가 소속된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지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원고 심사)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를 심사한다.
② 원고 심사 시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③ 심사위원(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사 의뢰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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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사기준)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의 참신성
2. 내용의 독창성
3. 내용의 전문성
4. 원고의 학술적 가치
법
제

5. 원고의 완결성

제20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제1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원고 심사서를 작성하 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의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 을 통하여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10점의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1. ‘게재’: 평균 80점 이상. 다만, 수정 후 게재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다만, 게재 유보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게재 유보로 판정한다.
3. ‘게재 유보’: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다만,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4. ‘게재 불가’: 평균 60점 미만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필자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정한 다.
④ 게재 유보 판정을 받은 원고의 필자는 수정･보완하여 다시 투고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간의 심사판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외에 해 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훈령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 심사위원 및 공무원은 심사위원,
심사결과, 원고 작성자에 관한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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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제21조(심사결과의 통보) 간사는 심사결과를 투고된 원고의 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5장 원고의 게재 등
제22조(원고의 게재) ①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법제」에 게재한다.
② 「법제」의 내용은 종이 문서 외에 법제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제」에 원고를 기고한 자는 기고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법제」에 게재된 원고의 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출판물 저작권) ① 『법제』에 게재되는 모든 저작권은 법제처에 귀속된다. 이 경우 게재
판정을 받은 때부터 저작권은 법제처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② 저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부칙 <제444호, 2022.2.18.>
이 훈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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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7. 8.] [법제처훈령 제352호, 2016. 7. 8., 제정]

법제처(대변인)
044-200-6513
법
제
Legislatio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 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7조에 따 른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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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자 및 편집위원 등의 역할과 책임
제4조(저자의 역할과 책임) 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할 것
2.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할 것
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
4.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존중할 것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할 것
6.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할 것
제5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할 것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 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
5.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
6.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것
제6조(서약) 저자는 별지 서식의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에 따라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 정"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논문의 투고부터 게재까지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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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 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 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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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 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법제』에 투고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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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윤리규정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 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게재 취소,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 논문 게재 이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제18조에 따른 조 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게재 확정 이전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해서 법제편집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절차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위원장은 간사를 지정하여 전자메일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리려는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 는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려는 경우에는 "본조사" 전에
"예비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②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5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본조사를 실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판정)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21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이하 "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 법제 』 에
법제처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352호, 2016.7.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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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해당 논문은 『 법제 』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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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위원장>
⊙ 홍 정 선 명예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위 원>
◉ 함 인 선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 창 조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 남 철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 옥 주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 효 경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 을 오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윤 수 정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제』誌 2022년 9월호 특별기획논문집 공모 안내

법제처에서는 등재학술지 『법제』에 게재할 법제 관련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
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법제 소개
○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논문집 발간을 통해 법제처의 실무 경험과 지식,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
하여 새로운 법제이론을 확립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특별기획논문 주제
○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도 관련 연구
※ 기획논문 주제 외에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일반 연구논문도 투고 가능

3.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 투고 신청: 붙임의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13일(수)까지
법제처 대변인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thelegislation@korea.kr)

『법제』誌 2022년 9월호 특별기획논문집 공모 안내

4. 원고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 논문분량: 기획논문 A4용지 30매 내외, 일반 연구논문 A4용지 25매 내외
- 작성방법: ‘한글’ 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 논문구성: 표지(제목, 목차)/국문요약문/본문/참고문헌/외국어요약문
※ 표지의 제목 및 저자이름은 국문 및 로마자로 병행표기
※ 세부 작성사항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참조
※ 논문 개요에 논문 관련 정보(수상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용역 관련 여부 등) 기재

○ 논문 작성기한: 2022년 8월 3일(수)
○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
『법제』지 제공

5. 기타사항
○ 제출논문이 사전에 발표(학위논문 포함)되거나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게재 등 취소 가능함
○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논문 구성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논문심사비, 게재비 등 별도의 투고자 비용부담 없음
○ 논문 접수 및 심사는 온라인 시스템(JAMS)을 통해 진행됨
○ 논문 투고 문의: 044)200-6513(법제처 대변인실)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 용 섭 교 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위 원 박 진 영 교 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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