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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녹음이 짙은
초여름에 들었습니다. 곧 다가올 무더위에도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5월 혼
란스러운 정국에서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
니다.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봅니다.
회원 여러분 저희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오는 6월 23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신정부 정책의 공법학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제8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법학적 관점에서 신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올바른 방
향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정부 출범과 공법적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기본권 분야, 선거법 분야, 그리고 지방자치 분야의 신정부 과제에 대하여 관련 전
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는 현
집행부가 주최하는 마지막 학술대회이며 또한 정기총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집행부에 대한 회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 집행부
에도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과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대섭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님
께서는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경향
각지에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기꺼이 수락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분들께도 심심
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기 마무리고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부디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이번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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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신정부의 출범과 공법적 과제
- 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헌법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

1)김

배 원*

차례
1. 서설
2. 신정부출범의 헌정사적 의의
(1) 대통령의 탄핵파면과 신정부의 헌법적 연속성
(2)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정기적 정권교체
3.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에 관한 헌법사적 검토
(1) 역대 헌법상 정부형태와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
(2)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비교․검토
4. 현행헌법상의 해석과 헌법정책적 과제
(1)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해석
(2)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해석에 대한 검토와 헌법
적 과제
5. 결어

1. 서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는 야당(더불어민주당, 국
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가결(재적의원

300인 중 23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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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
그리고 2017넌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
한 이후 2개월 정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거친 후, 5월 9일 보궐선거로서 대통령선거
가 실시되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권인수를 위한 준비기간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하여 행정부 구성과 청와대조직을 위한
첫 인선을 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대표들을 만났다.2) 이어 미․중․일의 정상들과
통화를 통하여 외교․안보를 점검하며, 일자리 정책 등 경제문제 해결과 검찰개혁 등 권
력기관의 조정, 그리고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하였다.3)
이와 같이 보권선거를 통한 신정부-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그 동안의 국정공백으로
인한 외교․안보, 경제, 검찰개혁,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협치와 헌법개정 등 전 분야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인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은 행정부 구
성을 위한 인사청문회나 일자리정책을 위한 추경 등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으며,4) 국제
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정상외교에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들5)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역사적 현재인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을 연원으로 하며 이
를 계승한 제1공화국(1948년 헌법)으로부터 1987년 평화적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루어진
제6공화국(1987년헌법)에 이르는 헌법사 내지 헌정사의 한 과정으로서 제1공화국에서부
터 1960년(4.19), 1961년(5.16), 1972년(10.17), 1980년(5.17), 1987년(6.29) 등 공화국을 구
분하는 획기적인 정치적 변혁을 거치며 헌법적 연속선과 불연속선을 함께하고 있는 것
이다.6)
이 글에서는 먼저, ‘신정부의 출범의 헌정사적 의의’에서 신정부의 헌법적 연속성 그리
고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정기적 정권교체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신정부뿐만 아니라 역대정부에서도 정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헌법적 쟁점이
헌재 2017. 3. 10. 대통령(박근혜)탄핵 2016헌나1, 5 참조.
조선일보, 2017. 5. 11. 사설 참조.
조선일보, 2017. 5. 12. 사설; 경향신문, 2017. 5. 11., 5. 19., 사설; 한겨레 사설, 2017. 5. 11. 참조.
노컷뉴스, 2017. 6. 14.; 뉴시스, 2017. 6. 15.; 중앙일보, 2017. 6. 20. 참조.
조선일보, 2017. 5. 12., 6. 1., 6. 2. 사설; 경향신문, 2017. 5. 11., 5. 24. 사설; 한겨레 사설 2017. 5. 11.,
5. 15. 참조.
6) 김배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3, 48면 참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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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였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
의 장에 대한 제청권’ 조항-정부의 출범과 관련한 핵심적인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하
여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관점에서 헌법사적으로 검토하고,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조항에 대한 현행헌법상 해석 및 헌법정책적 과제로서 헌법개정에 대하여도 살펴보
고자 한다.

2. 신정부출범의 헌정사적 의의
(1) 대통령의 탄핵파면과 신정부의 헌법적 연속성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유고는 불행하게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제1공화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3대 연속 대통령 취임에 이어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선되었으나,
대대적인 부정선거(1960. 3. 15.)와 그로 인한 4. 19. 혁명으로 결국 1960년 4월 대통령직
을 사임하고 하야하였다.

1960년 6월 제3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는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1961. 5. 16. 쿠데타로 1962. 3월 사임하였으며,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한 제3공화국의 초대～3대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역
시 윤보선 대통령과는 헌법적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불리는 10. 17. 쿠데타에 의한 제7차 개정헌법으로 막을 올린 제
4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은 동일인물이기는 하나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
통령과의 헌법적 연속성은 역시 단절된 것이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
로 인한 대통령의 유고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헌법적 연속성을 유지하면
서 후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같은 해 12. 12. 및 다음 해 5. 17 군사쿠데타로 신군부
가 정국주도권을 장악하자 다음 해 8월 사임하였고, 신군부의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
위원장이 후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경우는 외형적으로 보면, 헌법적 연속성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군사쿠데타라는 비상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상적
인 정치활동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979년 12. 12. 및 1980년 5. 17. 사태에 의한 제8차 개정헌법으로 문을 연 제5공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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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은 임기 7년의 단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임기는 마쳤으나, 재임 중 1987
년 6월 민주항쟁과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 29. 선언으로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8년 2월부터 출범한 제6공화국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임기 종료 후 후임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대통령의 유고는 없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유고
가 발생하여,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
이다.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유고는 여러 번 있었으나 제1공
화국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유고는 비정상적인 헌정 상황에서 초래된 대
통령의 사임이나 사망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임대통령도 전임 대통령과 사이에
서 헌법적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제6공화국에서는 탄핵소추에 의한 대통령의 유고가 두 번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소추는 되었지만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유고 상황이 해제되었고, 박
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소추에 이어 탄핵심판도 인용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되
어 유고가 생겼다.
제6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유고 사유와 그 마무리는, 그 이전과는 달리, 시행 당시의 헌
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절차
가 진행되었고, 역시 헌법절차에 따라 유고상황이 해제되거나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여
신정부를 출범시킨 것이었다.

2017년 5월 10일 신정부-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헌법적 연속성의 유지와 함께 살아있
는 헌법의 규범력을 헌법현실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헌정사적 의의
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정기적 정권교체
우리 헌정사에서 정권교체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제6공화국에 들어서이다. 제1공화국
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는 한 정권이 무리한 장기집권을 시도하여 파국을 맞이하
7) 시사상식사전,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두산백과, “한국의 대통령”;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법
문사, 2012, 102-103, 201-235, 275-2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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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비상적 상황 하에서 공화국 자체가 막을 내림으로써 정권의 “교체”라는 말을 사용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조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8)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보수-진보’ 양 진영에 의한 정권교체, 그것도 정기적인 정권교
체가 이루어졌다. 노태우-김영삼(10년), 김대중-노무현(10년), 이명박-박근혜(9년), 문재
인(5년)으로 이어지는 정권교체는 10년을 주기로 하는 보수와 진보의 정권교체 양상을
보여준다.9)

1)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먼저, 노태우 정부는 1987년 체제 하에서도 군 출신 대통령의 정부로서 야당지도자 간
후보 단일화 실패의 반사적 이익과 전두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의 낮은 득표율,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국회의 “5공청산 청문회”
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임기 중 “중간평가”의 선거공약을 지키지 아니 한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민주정의당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
당을 출범시킴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에서 벗어나고 “북방정책”을 통하여 외교적인 성과
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미
실시, 국회에서의 날치기 법안 통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으로 임기 중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원내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다.10) 노태우 정부는 군사
정권에서 문민정권,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입헌민주적 통치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에 의한 민주자유당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승리함으
로써 이루어졌다. 정부의 별칭을 “문민정부”로 하며 군사정권을 종식시켰다는 점을 강조
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치지표로 삼아 신군부세력의 헌정문란행위를 사법적으로 심판
케 하였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치․경제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
8)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4. 19로, 제2공화국의 윤보선 대통령은 5. 16으로, 제3공국 및 제4공
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10. 26. 사건으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으로 장기집
권 또는 단임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다른 정권에 의한 교체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9) 이하의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정기적 정권교체”의 대부분은 김배원, 전게논문, 49-53에서 재인
용한 것임.
10) 이승우, 헌정사의 연구방법론-21세기의 도전과 개헌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도서출판 두남, 2011,
148-149면 참조.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법문사, 2012, 192-1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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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개혁과 민주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획득
하지 못하였으며, 장기적 청사진이 없는 일과성 개혁정책,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정책, 측
근의 대형 부정․비리 사건, 사면권의 남용, 특히 IMF 사태를 초래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함께 헌정사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11)

2)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는 노태우-김영삼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음으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정
치적 변혁 없는 ‘정당-여당과 야당-간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대중 정부는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와 “DJP연합”-임기 중 의원내각제 개헌공약

-을 성사시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출범하였으나,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과
IMF 사태를 해결하여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
두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임하였으나 패배하여 임기 내내 소수 여당에 머
물렀다.
열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재벌 및 금융 개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
복과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북관계에서 “햇볕정
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긴장완화, 월드컵대회의 개최 등은 주
요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
인 지원의 타당성을 둘러싼 국민 간의 대립과 갈등-의 초래, 5억달러 대북송금사건, 의원
내각제 개헌공약의 파기,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과 빅딜강요 및 언론사 특별세무조사, 교
육평준화정책, 의약분업정책,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벗어나
지 못한 점 등은 과거 보수․우파 정권에서 진보․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보
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대립‧갈등적 측면과 함께 김대중 정부에 대한 소극적 평가요인
으로 나타나고 있다.12)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이어 집권한 진보․좌파 정권으로서 진보적
성향을 앞세우며 강한 변화와 개혁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스스로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1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126-128면 참조.
12) 성낙인, 앞의 책, 194면 참조. 이승우, 앞의 책, 153-156면 참조. 허영, 앞의 책, 128-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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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자 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서 몸담고 있던 민주당을 탈당하며 열린우
리당을 창당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
로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탄핵정국 속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 노무현 정부 기간 중 정경유착이 줄어들고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은 업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지역균형정책, 사회적으로 열
악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친북‧반미정책, “코드인사”정책 등
과 함께 사회적 통합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부동산투
기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경제적 문제도 야기하였다. 그리고 측근의 부정부패와 비리, 특
별사면권의 남용도 빠지지 아니하였으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말미암아
법질서와 공권력이 훼손되는 사태 등은 부정적 평가요인이 되고 있다.13)

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이른바 “747공약”-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에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
서겠다는 공약14)-을 내걸고 뉴라이트 세력 등의 지원을 받으며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15)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2위를 차지한 진보․좌파 경향을 띤 대통합민주신
당의 정동영 후보와 500만표 이상의 차이를 내었는데,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결
이라는 기본구도 속에서 전자의 세력결집과 폭넓은 지지에 대하여 후자의 지지층 이탈
양상이 패인으로 분석되고 있다.16)
13) 이승우, 앞의 책, 156-159면; 허영, 앞의 책, 132-137면 참조.
14) 한나라당,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북마크, 2007, 18면.
15) 이병량․황설화, 정책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정책, 한국정책연
구 제12권 제3호, 2012. 9, 255면 참조. 신종화, 신보수주의와 대비한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 한
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12. 6, 187면 참조.
16)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총 선거인은 부재자 81만 755명을 포함하여 3765만 3518명이었으며, 총 투표
자는 2373만 2854명으로 투표율이 63%에 그쳐 직접선거로 치러진 11차례의 대통령선거 가운데 최
저치를 기록하였다. 투표 결과는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1149만 2389표를 얻어 득표율 48.7%로 당선
되었고, 정동영이 617만 4681표(득표율 26.1%)로 2위를, 이회창이 355만 9963표(득표율 15.1%)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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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수․우파 정권으로서 진보․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교체
하는 것이며, 1987년 체제 하에서 두 번째로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 총 투표자의 48.7%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어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제18대 국
회의원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획득한 여당과 함께 하였
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극복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 한미동맹관계의 복원으로 인한 국가
안보 불안감의 해소, G20 서울정상회의개최를 비롯한 외교적 성과 등 여러 업적을 보였
다.1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야관계에서의 정치적 소통의 부재나 미숙,18) 재벌위주의 성
장모델에서 초래된 경제 양극화-재벌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
화, 정규직과 비정규 간 양극화, 소득계층 간 양극화,19)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논쟁,20) 법
치주의와 인권상황의 후퇴,21) 대북정책․통일정책의 경색국면22) 등은 보수․우파 정권
에서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며, 친인척 또는 측근의 부정‧부패사건은 1987년
체제하의 모든 정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
다.23)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하여 총 투표자의 51.55%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어 당선되었으나, 임기 중인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잇는 보수정권이지만, 국정원리는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행
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국정철학으로 하여 국민행복과 국
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17)
18)
19)
20)
21)

22)
23)

위를 기록하였다. 두산백과, 제17대대통령선거.
김형준, 시론,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일, 고시계, 2011. 3, 2면 참조.
김형준, 위의 시론, 3-4면 참조.
홍장표, 이명박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의 딜레마, 황해문화, 2011 겨울, 68면.
김교성․김성욱,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
정책 제제39권 제3호, 2012. 9., 122-123면 참조.
한상희,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의 법치, 내일을 여는 역사, 2010년 여름호(제39호), 2010, 111-116면
참조. 김동춘, 민간인 김종익 사찰 건으로 본 이명박 정부, 역사비평 2011년 봄호(통권 94호), 2011,
12-27면 참조.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
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2. 4. 18.
성장환.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국제정치연구 제14집 제
2호, 2011, 256-259면 참조.
김배원, 전게논문, 49-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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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행복한 국민’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
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 유지하며,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국민을 중심
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운영”을 내용으로 하며, ‘행복한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
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
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하며,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
을 확대”하며, ‘신뢰받는 모범국가’에서는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
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각종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
하였고, 2016년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일련의 행위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24)

4)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
하여 총 투표자의 41.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016. 5. 30.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제1당이 되었으나 현재 여소야대의 정국에 있다.25)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1987년 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 것이다. 보수-진보 양 진영에 의한 정권교체는 외교정책, 대북정책, 재벌 등 경제정책,
지방분권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술한 바와 같이, 새
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26)이라고 폄하하면
24) 위키백과, 박근혜 정부 참조.
25) 시사상식사전, “한국의 대통령선거”; 음선필, 한국헌정사에 나타난 의회만주주의, 헌법학연구 제22
권 제3호, 2016. 9., <표 2> 역대 국회의 의석분포, 187-189면 참조.
26)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기간
을 비판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전의 노태우, 김영삼 정권과 대비하여 이 기간 동
안 장기적인 경제 정체 현상과 사회적인 문제, 국가 안보위기가 나타났다는 점에 크게 부각되었다.
김대중 정권 중 IMF 경제 위기를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했다는 비평이 있었으며, 금모으기 운
동으로 모인 금과 다수의 벤처기업의 해외 헐값 매각, 세계 경제 호황시기인 노무현 정권시절 제
대로 된 경제정책을 만들지 못해 다른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비교해 평균
에 웃돌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원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그 용어
를 착안하였다. 새누리당은 이 논리를 이용하여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2012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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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도 경제와 재정분야를 담당할 경제부총리겸 재정기획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정책실장에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를 임명하거나 지명
하고27) 취임 초부터 일자리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추경 등을 적극 추진함으
로써28)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
면서도 총체적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29)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정기적 정권교체는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헌법현실-선거-에
서 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권교체의 기회를 ‘진보-보수’ 진영 간의 역지사지의 계기로
삼아 이념논리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 그리고 한 걸음 앞선 정당정치로 나
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이다.

3.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에 관한 헌법사적 검토
(1) 역대 헌법상 정부형태와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나타나 정부형태에 대하여는 대체로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그
외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제의 강약의 정도와 함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고 보고 있다.30) 제1공화국과 제6공화국에 이르는 역대 헌법상 정부(행정부)
의 구성과 책임에 관한 조항들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27)
28)
29)
30)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바가 있었다. 위키백과,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 참조.
경향신문, 2017. 5. 17., 5. 21. 사설; 한겨레 사설, 2017. 5. 21. 참조.
경향신문, 2017. 5. 24., 6. 4. 사설; 한겨레 사설, 2017. 5. 15., 5. 21. 참조.
조선일보 2017. 5. 24. 사설.
김하열, 현행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강원법학 32권, 2011, 133-134면; 이상명,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3권, 2011, 670면;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1105-1106면; 홍성방, 헌법학(하), 박영사, 2010, 55-56면; 헌재 1994. 4. 28. 89헌마86 참조.
국무총리제가 의원내각제적 요소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하열, 앞의 논문, 147-151면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국무총리제도, 국무총리임명방법, 국무회의 등-로 일컬어
지는 하나하나를 검토하고서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575-576면.

19

1) 의원내각제와 정부의 구성 및 책임 조항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인 제2공화국의 1960년헌법(1960년헌법[1960. 6. 15. 제3차개정헌
법], 1960년헌법[1960. 11. 29. 제4차개정헌법])에서 정부는 국무원과 행정각부로 이루어
져 있다. 양원합동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
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행정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에 속하였
다.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으로는 국군통수권과 국회출석발언권 및 서한에 의한 의견표시
권이 있을 뿐, 그 외의 권한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사할 수 있다.31)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민
의원에서 선거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국무회의
는 의결기관이었다.32)
국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하고, 민의원이 조
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도 총사직하여야 한다.33)

2) 대통령중심제와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 조항
① 제1공화국(1948년헌법, 1952년헌법, 1954년헌법)

ⅰ) 1948년헌법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인 제1공화국의 1948년헌법에서 정부는 대통령, 국무원, 행정
각부로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
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었다.34)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
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31)
32)
33)
34)

1960년헌법
1960년헌법
1960년헌법
1948년헌법

제4장 대통령 제51조～제67조; 제5장 정부 제68조 참조.
제68조～제69조, 제72조.
제71조.
제4장 정부, 제51조, 제53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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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각부장관도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35)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책임 조항으로는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36) 외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

ⅱ) 1952년헌법[제1차개정헌법]
1952년헌법에서는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강화
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하고, 국무총리는 국
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국무원은 여전히 의결기관이었고, 신국회가 개회
시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재승인 조항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결의를 받았거나 민의원의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
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국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37)

ⅲ) 1954년헌법[제2차개정헌법]
1954년헌법은, 1952년헌법에서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함께 설치한 것과는 달리, 부통령
을 두고 국무총리제는 폐지하였으나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은 의결기
관이었다.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임면)하며,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
한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국무원불신임결의제도 및 국무위원에 대한 연대책임제도를 폐
지하고, 국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민의원의 불신임결의만 가능하게 하여 개별책임제도만
두었다.38)
② 제3공화국(1962년헌법, 1969년헌법)
제3공화국의 1962년헌법[제5차개정헌법]은 정부를 대통령,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며, 행정권은 대통
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39)
35)
36)
37)
38)

1948년헌법
1948년헌법
1952년헌법
1954년헌법

제69조, 제73조.
제46조.
제53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3조.
제68조,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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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국
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
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40)
국회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
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41)
③ 제4공화국(1972년헌법)

1972년헌법([제7차개정헌법])에서는 제4장 대통령, 제5장 정부(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제2절 국무회의, 제3절 행정각부, 제4절 감사원)로 하여 대통령을 정부의 장에서
배제하고 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42)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대
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43)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에 해임의결권-국무총리 또는 국무위
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의결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전원
해임-44)을 부여하였다.
④ 제5공화국(1980년헌법)

1980년헌법([제8차개정헌법])은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이분하고, 행정부를 세분하
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선
거인단을 통하여 간선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
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45)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46)
39) 1962년헌법 제3장 통치기구 제2절 정부 제1관 대통령,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
사원; 제63조～제64조.
40) 1962년헌법 제84조, 제88조.
41) 1962년헌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42) 1972년헌법 제63조～제64조, 제68조.
43) 1972년헌법 제65조.
44) 1972년헌법 제97조.
45) 1980년헌법 제39조, 제62조~제63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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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에 해임의결권-국무총리 또는 국무위
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의결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전원
해임-47)을 부여하였다
⑤ 6공화국(1987년헌법)

1987년헌법([제9차개정헌법])은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이분하고, 행정부를 세분하
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
선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48)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49)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무총리해임건의권50)을 부여하였다.

(2)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비교 ․ 검토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헌법은 제3공화국(1962년헌
법)을 제외하고, 모두(제1공화국[1954년헌법]은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
명에 국회의 승인(동의)을 얻도록 하고 있다. 헌법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구성과 그 책임
에 있어서 제1공화국헌법은 제3공화국～제6공화국헌법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강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보이고 있다.

1) 제1공화국 헌법상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
의원내각제 초안과 대통령제안의 타협과 절충으로 이루어진 1948년헌법51)은 대통령의
국무총리를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
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도록 하였다. 그 후 대통령
직선제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1952년헌법은, 헌법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
46)
47)
48)
49)
50)
51)

1980년헌법 제64조.
1980년헌법 제99조.
1987년헌법 제67조, 제86조~제87조.
1987년헌법 제88조.
1987년헌법 제63조.
이승우, 앞의 책, 102-1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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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과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과 개별책임을 규정하고, 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결의
를 받았거나 민의원의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도록 함으로
써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런데 1954년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면서 국무원불신임결의제도 및 국무위
원에 대한 연대책임제도를 폐지하고, 민의원에 대한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제도만 둠으로
써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약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제3공화국~제6공화국 헌법상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
제3공화국(1962년헌법)은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면서도 국
회에 대하여 국무총리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한 제4공화국(1972년헌법) 및 제5공화국(1980년헌법)에서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에
해임의결권-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의결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전원 해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4공화국(1972년헌법)
과 제5공화국(1980년헌법)의 태도는 제1공화국의 1954년헌법보다 더 강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에 대한 비교적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공화국과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상의 정부(행정부)의 구
성과 책임에 관한 조항들은,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국무총리가 재신임을 받아야 하거
나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개별책임 또는 연대책임까지도 져야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
통령에 대한 단순한 인사통제권을 넘어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공화국(1962년헌법)법과 제6공화국(1987년헌법-현행헌법)상의 해당 조항들
은,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 필요 없거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도 국무총리나 국
무위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해임건의권을 인정하는데 지나지 않고 또 해임건의권이 행사
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도 없는 만큼 그러한 조항의 존재만으로 의원내
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4 신정부 정책의 공법학적 과제

4. 현행헌법상의 해석과 헌법정책적 과제
(1)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해석
1)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
①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임명절차
현행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절차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
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52)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이례적
인 것이다. 국회 동의의 이유는, 국무총리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집행부의 독선
과 독주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집행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하고, 국회
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53)
이러한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는 학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대통령의 보좌
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국무
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등을 가진다.54)
판례는 국무총리의 법적 성격 내지 지위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86조 제1항)하고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같은 조
제2항)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87조 제1항)하고 행
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94조)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헌법 제82조)이 있는바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의 제 규정
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
5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1341면.
53) 홍성방, 앞의 책, 229면; 한수웅, 앞의 책, 1262면; 전광석, 앞의 책, 739면. 참조.
54) 성낙인, 앞의 책, 620-623면; 홍성방, 앞의책 226-2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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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
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
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
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
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
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55)
대통령중심제의 현행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
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 국무총리서리의 문제
우리 헌정사에서는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국회의 임명 동
의를 받지 아니한 단계에서 국무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임명장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직
을 수행하게 한 예가 있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제6공화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여 국정을 수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56) 국무총리서리의 문
제에 대하여 판례는 이 문제를 다룬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되어 본안을 다루지 못하였
다.57) 이에 대하여 학설은 위헌론이 다수설이나, 예외적 합헌론도 있다.58)
예외적 합헌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무총리서리의 임명은 위헌으로 보는데, 다만,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였으나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한 예외적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과도기적으로 국무총리서리제도를 인정할 수밖
에 없다고 한다.

55)
56)
57)
58)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 2017, 624면; 이승우, 앞의 책, 107, 109면; 정종섭, 앞의 책, 1342면.
헌재 1998. 7. 14. 98헌라1.
성낙인, 앞의 책, 625면; 홍성방, 앞의책 2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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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요하는 조항
헌법 제87조 제1항과 제94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행정각부의 장은 국
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무
총리의 임명제청권과 관련하여 학설은, 대체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형
식적이고 명목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이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59)
다만,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없이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효설60)과 무효설61)로 나뉘어진다.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이
명목적 권한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임명절차상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해석에 대한 검토와 헌법적 과제
1)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해석에 대한 검토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이나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아니
라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 내부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통제장치의 하나로 본다면,
여기에서 국회의 권한이나 국무총리의 권한은 그러한 한계 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 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특히, 신정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서리의 임명의 필요성과 국무총리서
리 임명의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른바 ‘예외적 합헌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하여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일부야당의 정치적 지지

59) 성낙인, 앞의 책, 627면; 전광석, 앞의 책, 742면; 정종섭, 앞의 책, 1346-1347면; 홍성방, 앞의 책,
230면; 한수웅, 앞의 책, 1263면.
60) 한수웅, 앞의 책, 1263면.
61) 성낙인, 앞의 책, 627면; 정종섭, 앞의 책, 1346-1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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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더라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통과가 어려워 행정부의 구성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62) 만약, 신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무총리 임
명동의안 부결로 인하여 행정부의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국정공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
었다면, 국무총리서리 임명의 ‘예외적 합헌론’이 대두하였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하여 새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임정부의 내각이 총사퇴
하였을 경우에는 새 국무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사표를 낸 국무총리를 비
롯한 내각이 재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에서의 정쟁 등으로 인하여 임명동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변칙적이기는 하지만, 퇴임할 국무총리가 새로 취임할 대
통령의 뜻에 따라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제청하고, 사임한 후의 정부조직법
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3) 그러나 이 견해는, 다
른 정당 간의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동일 정당 간 정권교체의 경우에도, 헌법상 국무총리
의 임명제청권을 둔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헌법상 변태적인 모습을 보여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서까지도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을 과연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신정부 구성의 첫 단계인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
서,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정공
백이 생긴다면, 이러한 헌법현실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6공화국에 들어서 정권교체와 관련한 국회의 의석분포를 보면, 제13대 노태우 대통
령(여소야대 → 여대야소[3당합당]),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여소야대), 제15대 김대중 대
통령(여소야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여소야대 → 여대야소[총선거]), 제17대 이명박 대
통령(여대야소), 박근혜 대통령(여대야소→ 여소야대[총선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여
소야대)으로 나타나고 있다.64)
이러한 현상은 제6공화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선거주
기가 달라진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고,65)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심
62) 여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연합뉴스, 2017. 5. 31. 참조.
63) 성낙인, 앞의 책, 625면. 김대중 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국무총리 내정자
에 대하여국회의 인준이 거부 당하자 김종필 내정자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고 또한 김영삼 정
부 하에서 임명되어 퇴임을 앞둔 고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승우, 앞의 책,
153면.
64) 음선필, 한국헌정사에 나타난 의회만주주의,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6. 9., <표 2> 역대 국회
의 의석분포, 187-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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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6공화국에서 나타난 정권교체와 그에 수반하는 의회의 의석분포는 여대야소가 예외
적이고 오히려 여소야대가 일상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의 신임을 전제로 행정부의 구성을 결정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보고, 신정부의 출범을 지연시켜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인
현행헌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적 상황에서 이원정부제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66)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행헌법상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의원내각
제적 요소로 보기 어렵고 또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도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동시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분할을 요구하는 수준의 권한으로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띠
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대통령 중심제인 현행헌법의 해석으로 무리한 점이 있지 않
을까 생각한다.67)

2)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헌법적 과제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헌법현실적 전개가 헌법규범적 한계상황을
넘는 것이라면, 결국 헌법개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의 헌법개정 관련 논
의와 결과물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68)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한 통치구조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 논의는 대체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이원정부제,
65)
66)
67)
68)

음선필, 위의 논문, 190면.
성낙인, 앞의 책, 410-411면.
김하열, 앞의 논문, 148면; 전광석, 앞의 책, 739면 참조.
학회 차원에서 한국헌법학회는 2006. 1.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연구’를 발간하였고, 대회문화아카
데미에서도 ‘새로운헌법 필요한가’라는 책자를 2008. 6. 출간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연구단
체로서 ‘미래헌법연구회’가 발족되어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2010. 9. 그 결과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를 출판하였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2009. 8. ‘헌법연구자문위원회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상명, 앞의 논문,
669-6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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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69)
우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
여 국무총리제 대신에 부통령제를 도임함으로써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와 관련한 문
제는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
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기가 동일하다고 하여 여소야대 또는 여대야소 정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여대야소 정국이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과 집권당의 독주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제외하고는 헌법규범적으로나 헌법현실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
기는 어려울 것이다. 4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심판을 받고 정권을 유지하든
지 정권이 교체되든지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소야대 정국이면, 노태우 정부에서 나타
난 ‘3당 합당’처럼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하여 난국을 돌파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위임의 원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계개편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
리 헌정사에서 나타난 정계개편의 모습들은 정치적 조작이나 정치적 야합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있다.70)
다음으로,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선출하므로, 현행헌법상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의 문제 역시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일 정당 소속인 경우와 다른 정당 소속인 경우, 그리고 소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는 현행헌법상 여소야대 정국
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원정부제 자체가 예상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현행헌법상과 같은 대통
령중심제 헌법규범에서 헌법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원정부제와 같은 문제점과는 다른
것이다.
끝으로, 의원내각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통령이나 국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행정적 실권은 총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당들에 의하여 단일 정부 또
는 연립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의회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결국 총선거를 통하
69) 여기에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에 대하여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결과보고서’이
안을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에 대하여는 의원내각제 일반론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70)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193면; 이승우, 앞의 책,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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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이 심판하므로,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한 문제는 자연
스럽게 해소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의 헌법현실을 보면, 보수-진보 진영 간의 그리고 여

-야의 정권교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대야소 정국보다는 여소야대의 정
국이 보편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여대야소
또는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행헌법상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을 둘러싼 문제는 신정부 출범
부터 여소야대이거나 출범 후 총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초래되는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앞선 “총선”에서의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의 임기 중 ‘대선’”에서의 국민의 의사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또는 앞선 “대선”에서의 국민의 의사와 “대통령 임기 중 ‘총선’”에서
의 국민의 의사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중 “국민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독자적인 민주적 정당성
을 가지므로, 시간적 선후에 따라 뒤에 나타난 국민의 의사가 이전의 국민의 의사가 우
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 국무총리는 언제나 국민의 다수의사, 그리
고 이전의 국민의 의사보다는 이후의 국민의 의사가 우선한다.
제6공화국 이후의 선거에서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의사는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판단
에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
도 임기동안에는 탄핵절차 외에는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고, 대통령제 하의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역할도 결국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발목잡기로 비추어지기 십상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중심제인 현행헌법상 이원정부제적 정국운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헌법개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결어
신정부-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유고인 ‘대통령의 탄핵파면’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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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출범하였다. 제6공화국 이전의 대통령 유고로 인한 경우는 전임
정부와 후임정부의 헌법적 연속성이 단절되었던 것에 반하여, 헌법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보수-진보 진영 간에 정기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출범은 헌정사적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구성에서 국무총리
의 임명은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갔으나 행정각부 장관의 임명에서는 신정부의 정책 수
행 등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제6공화국에 들어서 거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여소야대 정국에 있어서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제청권의 성격과 그
효과, 그리고 책임조항에 대하여 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헌법사적 검토 결과에 의하면, 현행헌법
상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기보다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통
제권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임명동의권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의 헌법현실적 효과
를 드러낸다면,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헌법해석적 한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상 이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은 헌법정책적인 견지에서 헌법개정
으로 해결하여애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3

【제1세션 1주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 문재인 정권의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

71)김

해 원**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적법절차원칙)
Ⅲ. 영장주의
Ⅳ. 마치는 글

Ⅰ. 시작하는 글
2017. 3. 10.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를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1)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5. 9. 행해졌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지난 5. 10.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한편 선거기간 내내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내세웠으며, 선거 직후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하면서 개혁과 통합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인 5. 11.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를 민정수
석으로 임명했는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
* 이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6회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자료입니다. 학술대회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후 수정과 보완이 예정되어 있는 글임을 밝혀둡니다.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공보 제245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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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2)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주요한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내걸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
제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3) 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경수사권 조정｣이란 항목 아래에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
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눈치보기 수사 차단’, ‘수사권과 기소권
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과 같은 보다 구체화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4)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실현함에 있어
서 헌법적 차원에서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제수사
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의미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수사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하려면 현재 헌법현실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영장신청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켜두고 있는바, 영장신청과 관련된 검사의 판단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의해서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
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신청권한 때
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헌법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듯하
다.5)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는 다른 어떤 수사기법에 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기본권)
2) 프라임경제, 2017. 6. 9. 기사(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74047), 검색일:
2017. 6. 10.; 국민일보, 2017. 5. 11. 기사(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59456
&code=61111211&cp=du), 검색일: 2017. 6. 5.; 2017. 6. 5.; news1, 2017. 5. 10. 기사(http://
news1.kr/articles/?2988096), 검색일: 2017. 6. 5.; ; 연합뉴스, 2017. 5. 11. 기사(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7/05/11/0200000000AKR20170511051500001.HTML?input=1195m), 검
색일: 2017. 6. 5.
3) 선거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은 해당 선거로 집권한 정파들에게는 과제로서의 의미를 갖겠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해당 정권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척도라는 의미 또한 함께 갖고 있다.
4)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http://theminjoo.kr/President/noticeDetail.do?bd_seq=65855), 27쪽.
5) news1, 2017.5.10. 기사(http://news1.kr/articles/?2988912): “영장청구권은 형소법은 물론 검사를 영
장청구의 독점적 주체로 명시한 헌법을 고쳐야 하는 ‘개헌’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파이낸셜뉴
스, 2017.5.17. 기사(http://www.fnnews.com/news/201705171759297506):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서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2조는 ‘체
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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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한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규준인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는 기본권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글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강제수사로 인
해 초래되는 기본권침해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헌법사항인 헌법상 영장주의에 주목하
고자 한다. 그런데 헌법상 영장주의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자 헌법상
영장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법절차원칙과 긴밀한 관련 속에 놓
여있다는 점에서 먼저 적법절차원칙을 살펴본 다음, 이어서 본격적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기로 한다. 강제수사와 관련된 헌법적 통제규준인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의 의미를 뚜렷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헌법 개정을 고민해야할 지점은 어디인지, 아니면 헌법 개
정 없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성찰하게 한다는 의미 또한 함께 갖고 있
는 것이라 하겠다.

Ⅱ.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적법절차원칙)
1. 일반론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문에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3
항 제1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정한 국
가작용과 관련하여 헌법은 “적법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입법․행정․사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 및 신체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등을 포함한 기본권에 감행된 공권력의 절차적 측면만을 심사하는 기
준으로 이해하는 견해,6) 신체의 자유에 감행된 공권력행사의 절차적 측면만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견해,7) 형사소송 관련 법규범과 그 집행절차에 한정해서 적용되어야
경찰에는 영장청구 권한이 없다.”
6) 임종훈, 한국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구 14-3, 2008, 380쪽.
7)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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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견해8) 등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개입하는 입법․행정․사
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적으로 형식적 적법성을 가져야할 뿐 아니라 국가작용의 행
사근거인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
진 헌법원리 내지는 심사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문헌상 확인되는
학계의 대체적인 입장인 것 같다.9)10)

2. 비판적 검토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의 규범체계 전체에 대한 체계정합적인 고려 없이 지나치게 헌법
상 적법절차원칙을 확장하여 적용하거나 헌법적 차원의 일반적 규준으로 이해하면 이해
할수록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정한 기본권침범과 결부하여 특유하게 규정

8)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5, 486쪽.
9) 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판례집 24-1(하), 711쪽;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판례집 13-2,
704쪽;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77쪽; 헌재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5-2, 30쪽;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7-618쪽: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
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
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절차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
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적법절차
의 원리가 형사절차 이외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적법절차의 원
칙의 적용범위를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
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
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327쪽;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124-1127쪽; 허영, 한국헌법
론, 박영사, 2015, 371쪽;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303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506-507쪽;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공법학연
구 14-1(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31쪽; 임종훈, 앞의 글, 363-372쪽 참조.
10)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
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31-632쪽;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공보245).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적법절차원칙을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
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온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적시된 판례(위 주 9)에 언급된 판례
들, 특히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77쪽 참조)들과는 이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
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판례변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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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의 고유의미를 포착하는데 방해될 뿐만 아니라,11) 무엇보다도
헌법의 개별규정이나 다른 심사기준들(특히, 법치국가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
터 도출될 수 있는 비례성원칙) 혹은 개별 기본권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절차권적 요
청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는 한편으로는 헌법이 독립된 조항에서 별도로 마
련해두고 있는 각각의 심사기준들의 독자성과 고유성이 주목받고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익 없는 심사기준의 중복 내지는
통합적용으로 귀결됨으로써 심사기준 활용의 합리성과 엄밀성의 저해 및 다양한 심사기
준들을 통해서 국가폭력을 예리하게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의 차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12)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심사기준의
기본권화를 유발함으로써 그 동안 어렵게 정립해온 기본권이론을 대안 없이 무너뜨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설득력 있는 헌법적 논증체계의 구축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위험성이 있다.13)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독자적인 헌법원리
의 하나”라고까지 말하면서도14) 정작 구체적 사건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를 통제함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원칙을 한편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과잉
금지원칙’과 동일시하거나 분별없이 중복적용 함으로써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가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서 실효적으로 기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를 억압하고 있으며,15)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제12조의 “적법한 절차”를 헌법 제27조 ‘재
11) 적법절차원칙은 미국헌법상의 대원칙으로서(이에 관해서는 임종훈, 앞의 글, 358-363쪽) 기본적으
로 대륙법계에 입각해있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이질적인 요소이다(이준일, 앞의 책, 476쪽).
12) 같은 취지의 견해로는 특히 이준일, 앞의 책, 478쪽.; 한수웅, 앞의 책, 638쪽: “헌재가 종래 다수의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리’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원리’를 동시
에 언급하면서 양자를 모두 심판대상인 공권력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한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지 심사기준의 명칭만을 달리 하여 동일한 심사의 관점과 기준을 근거로 중복적으로 판단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13) 헌법 제12조 “적법한 절차”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로는 특히 정해성, 헌법 제12조
의 적법절차조항과 형사법, 법학논총 24-1(조선대 법학연구소), 2017, 59-66쪽을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도 헌법문언(특히 헌법 제12조 제3항)에 부합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헌법적 차원의 권리(기본권)와 헌법적 차원의 국가행위통제규준 내지는 심사기준의 분별 ―
실제로 우리는 비례성원칙․명확성원칙․무죄추정원칙 등등을 바로 권리로 원용하고 있지도 않다
― 을 훼손하는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김해원,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헌법학연구 19-1(한국
헌법학회), 2013, 241-244쪽 참조).
14)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7쪽; 헌재 2001. 3. 15. 2001헌가1, 판례집 13-1, 472쪽.
15) 헌법재판소는 특히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절차적 권리에 관한 법률이 합리
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여 적법절차원칙 등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원리를 무시하거나,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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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받을 권리’와 동일시하고 적법절차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노골적으로 생략하기도
한다.16) 따라서 기본권관계 일반에 관한 규정 내지는 일반적 헌법원칙에 기초해서 도출
될 수 있는 기본권심사기준들(예컨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례성원
칙․본질내용침해금지 혹은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명확성원칙․신뢰보
호원칙 등)은 애당초 모든 기본권관계에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설계된 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헌법상 “적법한 절차”는 특정한 기본권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규준이란 점
에 주목해서, 심사기준으로서 “적법한 절차”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물론이고, 활용되
는 “적법한 절차”의 의미를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문언에 입각해서 가급적 축소
이해하려는 태도17)가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 및 체계에 보다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겠
다.18)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판례집 23-1상, 347, 354 등 참조).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절차의 내용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을 무시하였는
지 여부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여(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판례집 24-2(하), 476쪽),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의 하나로 과잉금지원칙을 들고 있다.
16) 헌재 2011. 3. 21. 2009헌바31, 판례집 23-1(상), 353쪽: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
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19), 결국 포괄적, 절차적 기본권으로 파악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의 보호영역과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
단 속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이 부분 판단 속에 모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7)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의 의미 확대나 존재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특히 표명환, 현행 헌
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의 규범적 의미와 가치, 토지공법연구 56, 2012, 524쪽.
18) 설사 헌법 제12조 “적법한 절차”의 의미와 적용영역을 축소이해한 결과 국가권력을 통제하는데 공
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백은 일반적 심사기준들의 확장을 통해서 매워야할 일이라고
하겠다. 물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확대적용 그 자체가 심사기준의 흠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다(공진성, 앞의 글, 231쪽). 하지만 헌법 제12조 “적법한 절차”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석하거나 확대
적용하여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주목하여 이를 면밀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적법절차원칙이 비
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이나 법치국가원칙으로 대체되거나 동일시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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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영역
물론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적법절
차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 및 그 의미를 축소하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
청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경우(헌법 제12
조 제1항)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헌법 제12조 제3항) 준수되어야
할 헌법적 차원의 규준이란 점은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후자의 경우(헌법 제12조 제3
항)에는 “적법한 절차”가 후술하게 될 영장주의와 결부된 규준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
다.19) 그리고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수․수
19) 헌법 제12조 제1항의 경우 문언표현상 “적법한 절차”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규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이
다. 즉 헌법 제12조 제3항의 문언표현상 부사구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는 ① 검사가 법관에게 영
장발부를 신청할 경우에 준수해야하는 규준인지, ② 법관이 집행기관에게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준수해야하는 규준인지, ③ 집행기관이 기본권주체에게 영장을 제시할 경우에 준수해야하는 규준
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물론 ①․②․③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 문언표현
상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부정할 수는 없는 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적법절차원칙은 일정한 기본권관계에서 국가행위를 통제하는 규준
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적법한 절차”가 ① 혹은 ②의 경우(즉, 영장신청행위
혹은 영장발부행위)에 준수되어야 할 규준이라면 적법절차원칙은 일차적으로 국가기관 상호간 준
수되어야 할 규준(특히, 검사의 ‘영장신청’이나 법관의 ‘영장발부’를 통제하는 규준)이라는 점이 우
선적으로 부각되면서 국가권력기관들 상호간 권한배분의 문제(특히, 영장신청권한을 둘러싼 경찰
과 검찰의 권한다툼 및 검사신청 없는 법관 직권에 의한 영장발부의 가능성 등)와 직결해서 활용
될 수 있는 규준이 되겠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가 ③의 경우(즉, 영장제시행위)
에 적용되는 국가행위통제규준이라면 기본권관계(특히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위해 영장
을 제시하는 국가기관과 제시된 영장을 확인할 대상자인 기본권주체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권심사기준이란 점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①․②․③을 분별하는 실익
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국가구현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
의 가능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헌법현실에서 중
의적 의미를 갖거나 추상성과 모호함이 큰 헌법문언의 의미를 구체화해야할 제1차적 담당기관이
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행위가능성(특히, 헌법 제40조)을 염두에 둔다면 일단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라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상황과 결부된 국가의 영장신청행위․영방발부행
위․영장제시행위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 차원의 규준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본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영장신청행위와 영장
발부행위를 통제하는 규준으로서의 “적법한 절차”는 ‘영장주의’를 논할 때 주목하기로 하고(목차
Ⅲ.), 여기서는(목차 Ⅱ.)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가 기본권관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영장제시행위에 주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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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등과 같은 국가행위는 법률적 차원이 아닌 헌법적 차원의 개념20)일 뿐만 아니라 무
엇보다도 신체의 자유․재산권․공무담임권․주거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등
여러 기본권관계에서도 심사대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본권침범(Grundrechtseingriff)
인 바,21)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사법절차나 신체의 자유에 국한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22)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본권관계에서 국가행위를 통제하
는 규준으로서 “적법한 절차”는 모든 국가행위를 통제하는 규준이 아니라 처벌․보안처
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특정 기본권침범의 위헌성여부를 심
사하는 기준으로 국한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의미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헌법 제12조의 “적법한 절차”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20)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은 일탈된 행동에 대해 부과되는 벌 혹은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탈된 행동을 형법상 개념인 형벌의 원인인 범죄로만 국한
해서 이해하는 것은 헌법상 개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법률상 개념을 통해서 정의되어버리는 것인
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상 “보안처분” 또한 형사법 영역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
호관찰제도․사회봉사명령․보안관찰․치료감호 등과 같은 범죄예방처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강제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강제노역”을 형
법상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으로서의 노역장유치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행
해지는 노동력의 제공 등과 같이 폭넓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
포․구속․압수․수색 또한 헌법하위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그 의미가
기본권주체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으로서(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판례집 24-2(하), 550쪽; 헌재 2006. 7. 27. 2006헌마277, 판례집 18-2,
287쪽; 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58쪽 참조) 기본권주체를 일정한 장소에 引致하는
행위라면 “체포”, 일정한 장소에 인치된 기본권주체에게 그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행
위라면 “구속”,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라면 “압수”, 무엇을 발견 혹은 확인하기 위해 신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을 뒤지는 행위라면 “수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예컨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에서는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인신 구속적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혹은 구속에 해당한다).
21)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만이 문제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태도이다. 예컨대 “처벌”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재산권침해여부가,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가, 체포나 구속의 경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압수나 수색의 경우에는 주거의 자
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들의 침해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다.
22) 이준일, 앞의 책, 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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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우선 “節次”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내지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23) “절차”를 수식하는

“適法한”은 ‘법에 맞는’ 혹은 ‘법에 부합되는’이란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법’은 법률이나
정의관념 내지는 자연법적 차원에서의 법이 아니라 헌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적법한”의 “법”을 법률로 이해하면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률과 적법한 절
차”는 ‘법률과 법률에 맞는 절차’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바 “적법한 절차”는 동어반복 내
지는 주의적 표현에 불과한 것24)으로 전락하게 되어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적법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태도를 경시하는 것이 되며, 그렇다고 하여 이를
실정법이 아니라 추상과 이념의 세계에 놓여 있는 정의관념 내지는 자연법적 차원의 개
념으로 이해25)하면 적법절차원칙을 통한 국가행위의 통제는 실정헌법의 영역을 벗어나
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26) 따라서 헌법상 “적법한 절차”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부과하거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마련해야 할 ‘헌법적 차원의
순서 내지는 과정’27)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보다 현실
적인 의문은 ｢기본권관계에서 행해지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수

․수색 등과 관련하여 도대체 과연 어떠한 조치가 어느 정도로 마련되어야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어: ‘절차’․‘방
법’, 검색일: 2017. 4. 24.;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87쪽; 강승식, 절차적 적법절차의 본질
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5-2, 2014, 3쪽: “여기서 말하는 절차란 정부가 법률에서 제시된 법
적 기준이나 요구사항을 특정인에게 적용하는 과정이다.”
24) 이러한 견해로는 양건, 새 헌법의 기본권조항, 고시계 369, 1987, 37쪽 참조.
25) 이러한 입장으로는 홍성방, 앞의 책, 87쪽.
26) 물론 이러한 견해가 적법절차원칙의 이념적 배경으로서 정의관념 내지는 자연권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의관념 내지는 자연권 사상에 상응하는 각종 가치들이 헌법을 통해 이미 실정
규범에 스며들어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 존재와 근거가 불명확하고 모호한 정의관념 혹은 자연권
사상을 실정 헌법을 기초로 행해지는 헌법적 논증과정에서 직접 원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27) “적법한 절차”에서 “법”을 ‘법률’이 아니라 ‘헌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의
미가 있다: ｢기본권관계에서 요청되는 절차에 관해는 1차적으로 입법자가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자가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제기된
경우에, 헌법규정(특히 헌법 제12조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서 입법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해
당하는) 입법행위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개별 기본권이 갖고
있는 급부권적 성격으로부터 ‘국가가 기본권보장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요청’을
도출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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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당사자의 사익(私益),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
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원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
전해온 법리(due process of law)가 1987년 헌법개정을 계기로 대륙법계 전통에 입각해
있는 우리 법체계 안으로 뒤늦게 들어온 이질성이 강한 규준이란 점29)에서 헌법 제12조

“적법한 절차”의 모범이 된 영미법적 전통의 핵심적 가치(즉, 절차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방어기회의 제공)30)를 헌법문언의 허용범위 내에서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질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어 다른 헌법조항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체계 정합적으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인 바,31)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의 요청은 ‘실체적 차원
에서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절차적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특
히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기본권주체에게
고지․청문․변명 등과 같은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절차 내지는 과정이 구비되

28)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8쪽.
29) 적법절차원칙의 기원 및 한국적 수용에 관해서는 유희일,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의 한국적 수
용, 미국헌법연구 16-1, 2005, 56-58쪽.
30) 적법절차, 특히 절차적 차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체는 고지와 청문과 같은 방어기회의 제공이다
(강승식, 앞의 글, 11쪽; 윤영미, 절차적 적법절차의 적용대상, 법학논총 24-2(한양대 법학연구소),
2007, 128쪽: “미국의 헌법과 판례로 확립된 절차적 적법절차원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국
가가 박탈할 때 고지․청문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적법절차
원리는 나아가 내용의 공정성, 실체적 정당화까지 요구하는 실체적 적법절차원리로까지 확장되고
실체적 적법절차원리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절차적 적법절차원
리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판례집 6-2,
11쪽; 헌재 1996. 1. 15. 95헌가5, 판례집 8-1, 16-17쪽;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34쪽 참조). 한편 미국 판례에서 쟁점이 된 절차보장의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윤영미 교수는 적
법절차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로 ① 공정한 심판자, ② 고지, ③ 청문, ④ 형량
심사를 들고 있다(윤영미, 절차적 적법절차의 적용방법, 안암법학 25, 2007, 103-109쪽). 그런데 윤
영미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 중 ‘공정한 심판자’와 ‘형량심사’는 헌법 제12조의 “적법한 절
차”에 주목하지 않고서도 다른 조항을 통해서 상당부분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즉 ‘공
정한 심판자’라는 요소는 적어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27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통해서, ‘형량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혹은 법
치주의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비례성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1) 이준일, 앞의 책, 476쪽: “적법절차원칙은 미국법의 대원칙으로서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 법체계
에서 이질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체계정합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43

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잠정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32)

5. 보론
물론 헌법 제12조 “적법한 절차”의 적용영역과 의미를 가급적 축소하려는 이러한 이해
가 기본권관계에 침투하는 국가행위에 대해 폭넓고 견고한 방어제도의 구축 ― 국가로
부터 감행되는 각종 공격에 대해 기본권주체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격의 이유를
알아야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격에 대한 반론이 가능
해야 하며, 공격과 방어가 공정한 규칙과 심판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 을 방해
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 제12조 “적법한 절차”의
요청을 ｢‘절차적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단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이 명시하고 있
는 국가행위와 관련된 방어기회제공으로 잠정 국한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은 고문
금지(제12조 제2항)․영장주의(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체포 또는 구속 관련 고지 및
32) 1215년 영국 대헌장(Magna Carta)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특히 미국헌법 및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적법절차는 크게 법 적용의 절차 내지는 과정이 적정할 것(즉,
절차 자체에 공정성이 존재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와 적용될 법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분별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
존엄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포괄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침범입법의 일반적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를 실체적 적법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해성, 앞의 글, 83쪽: “만일 우리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조항을 여전히 미국 수정헌
법의 그것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권리강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구성만을 어지럽힘으로써 권리구제에 역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이다.”).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적법절차의 의미를 실체적 적법절차로 확대해석 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의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일반적 한계를 정하기 위함
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강승식, 앞의 글, 2-3쪽; 권혜령, 미국 연방헌법상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분석방법 ― 실체적 적법절차론과 수정 제9조에 의한 분석론 ―, 공법학연구 10-1,
2009, 5-10쪽). 그리고 절차적 적법절차의 위반여부에 관한 문제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
식’의 절차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모아진다는 점에서(강승식, 앞
의 글, 8-13쪽 참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①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수․수색과 관련된 상황’에서 ② 기본권주체에게
‘고지와 청문 등과 같은 방어의 기회 내지는 형식’이 제공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이 특별히 특정 행위들을 나열하
고 있으며,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적 계기인 절차적 적법절차의 요체는 고지와 청문이기 때문이다
(주 30) 참조); 김해원,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7-2, 2016, 73-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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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제12조 제5항)․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제12조 제7항)․무죄추정원칙(제

27조 제4항) 등과 같은 규준들은 물론이고 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 제6항)․재판을 받을 권리(제27
조) 등과 같은 기본권들을 마련하여 곳곳에서 “적법한 절차”의 이념을 구체화하거나 실
현하고자하는 헌법의 태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현실에서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의 요청을 보다 확대하여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한 절차”의 이념을 구체화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헌법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규준들의 활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되는 국가행위 통제의 공백이 있다면, 이러한 공백을 매우는 보충적 차원에서 헌법 제12
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의 적용을 고민해보는 순서를 밟는 것은 헌법
규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개개의 규준들이 경시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보다 섬세하고
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넓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영장주의
1. 일반론
영장(令狀)은 명령의 뜻을 기록한 서장을 의미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33)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33) 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준수되어야 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인바(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개념에
관해서는 위 주 20) 참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후적인 제재를 통하여
심리적․간접적인 강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하여 특히 한수웅, 앞의 책, 643쪽: “개인에게 불리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헌법적으로 요청되지도
않는다. 개인에게 국가기관에 의하여 직접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거부하고 법치국가적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의무부과의 합헌
성과 합법성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주체의
협력이 필요한 음주측정․지문채취․소변채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거듭 내
리고 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58쪽; 헌재 2004. 9. 23. 2002헌가17 등, 판례집
16-2(상), 388쪽; 헌재 2006. 7. 27. 2005헌마277, 287쪽). 물론 소위 ‘BBK 사건’ ― 즉, ‘한나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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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2조 제3항 제1문),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제2문).34) 즉 헌법상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감행되는 국가의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기본권침범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35) 체
포․구속․압수․수색을 명령(혹은 허용)하는 서장을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에 제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은 영장신청권한을 “검사”에게 영장발부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면서 검사의 영장신청행위와 법관의 영장발부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36)

2. 비판적 검토
(1) 서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법관에 의한 발부’로 파악하고 법관의 직
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
헌확인 사건’(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판례집 20-1(상), 1쪽 이하 참조) ― 에서 헌법재판소
의 재판관 다수의견(5인)이 형벌이라는 사후제재에 의하여 동행명령을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긴 하지만(이 사건의 심사대상인 동행명령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8인이 위
헌의견을 냈는데, 과잉금지원칙 위반과는 달리 영장주의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명만이 찬성했
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호 소정의 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적용범위에 대한 선례의 입장이 ‘BBK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볼 것
은 아니라고 하겠다.
34) 물론 헌법은 제12조 제3항과는 별도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헌법 제16조 제2문)을 마련해두고 있다. 하
지만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 “압수 또는 수색”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
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헌법 제16조 제2문을 별도로 주목해야할 실
익은 없다고 하겠다.
35)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참조).
36)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는 ① ‘검사의 영장신청행
위’나 ② ‘법관의 영장발부행위’뿐만 아니라 ③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는 기관의 영장제시
행위’ 또한 함께 통제하는 규준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위 주 19) 참조), ③의 경우는 적법절차
원칙을 논하는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①과 ②의 경우에 주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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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의한 영장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에,37) 학
설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지지 혹은 보강하는 견해38)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헌법의
문면에 반한다고 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는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발부’로 구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다.39)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검사의 영
37) 헌재 1997. 3. 27. 96헌바28 등, 판례집 9-1, 320-323쪽: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
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
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
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단계이든 공판단계이든 수사나 재판의 필요상 구속 등 강제처
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있게 마련이지만 강제처분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
면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므로 헌법은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주의를 천명한 것이다. 특히 강제처분 중에서도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법원(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이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에 의한 강제처분에 비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적상 적나라하게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
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영장주의의 의
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
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갖지 않다. 즉, 전자는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후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앞서 본 영장주의의 본질과 헌법 제12
조 제3항의 연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그 중 헌법 제12조 제3항이 “…… 구속 …… 을 할 때에는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함
과 동시에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데 있다고 해석된다(공판단계에서의 영
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헌법 제12조 제3항의 규
정 취지를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도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체의 자
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억제의 대상인 수사기관이 사법적 억제의 주체인 법관을 통제하는 결
과를 낳아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 2012. 6. 27. 2011헌가
36, 판례집 24-1(하), 709-710쪽: “영장주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경우 사법권 독
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판례집
9-1, 313, 320-321; 헌재 2004. 9. 23. 2002헌가17등, 판례집 16-2상, 379, 388 참조). 즉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요부 판단권한을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인적ㆍ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38) 특히 김선택, 영장청구주체의 헌법규정의 해석론 및 개정론, 공법연구 38-2, 2009, 261쪽; 천진호,
영장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검토, 법학논고 26, 2007, 342쪽.
39) 특히 문재완, 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1, 2013,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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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청행위와 법관의 영장발부행위를 통제하는 규준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를 간과한
것 ―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는 집행기관의 영장제시행위 뿐만 아니
라, 검사의 영장신청행위와 법관의 영장발부행위 모두를 수식하고 있는 바, 영장의 신
청․발부․제시행위 모두를 통제하는 헌법적 차원의 심사기준이 된다.40) ― 으로 보인
다. 즉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영장신청과 법관의 영장발부 그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과 법관의 영장발부권한 또한 양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이 봉쇄하고 있다고 단
정하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거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규범적․현실적 전제조건이 무너진
경우」에도 검사가 영장신청권한을 독점한다거나 법관이 영장발부권한을 독점하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한 절차에 따른”이라는 문언에 부합되는 해석
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41) 무엇보다도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즉, 적
법절차원칙)은 영장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장주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이란 점42)에 주목해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이해해
89쪽; 이효원, 검사의 공익적 기능, 형사법의 신동향 35, 2012, 94쪽: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을 경유하도록 하여 법관이 임의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다는 것에 헌법규범적 의미가 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
의 신청을 경유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구체적인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영장신청 없
이 법관이 금고나 징역 등과 같은 형벌 ― 이러한 형벌은 헌법 제12조의 구속에 해당된다(위 주
20) 참조). ― 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결국 법관의
양형판단권한을 검사의 신청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게 되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03조 “법관은
[…]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0) 이에 관해서는 위 주 19) 및 주 33) 참조.
41)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내용이자 합리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전제이기도 하다(이에 관해서는 특히 L. L. Fuller, The Morality of
Law, Yale Univ. Press, 1964, p. 85-93.). 따라서 만약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을 준수할 수 없
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검사와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
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 논증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이념(이에 관해서는 김해
원,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헌법학연구 23-1(한국헌법학회), 2017, 142-143쪽)과도
부합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42)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적법절차원칙의 일반조항으로 이해하고 헌법 제12조 제3
항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판례집 24-1(하), 711쪽: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의 일반조항이고,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형사상 강제처분의 영역에서 기본권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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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43)

(2) 검사의 영장신청권한에 대한 통제규준으로서 적법절차원칙
따라서 ｢체포․구속․압수․수색의 대상이 검사 혹은 검찰권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영장신청권한을 독점하거나 검사의 영장신청을 경유해서만 영장발부가 가능하다
는 것은 강제수사의 대상자 혹은 그 대상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기관이 강제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바,44) 이는 공격과 방어가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이념
인 적법절차원칙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서 일정한 경우에 입법자가 검사의
영장신청권한을 일부 제한 내지는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며,45) 같은 맥락에서 공판단계
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중복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
주의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이해에는 일반
적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을 특정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방법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 이해하고 있으며(헌재 2012. 5. 31. 2010헌마672, 판례집 24-1(하), 655-656쪽: “헌
법 제12조 제1항은 […]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3항
은 […]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영장주의란 위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 학설의
일반적 태도 또한 영장제도를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적법절차원칙의 한 표
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낙인 교수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적법절차에 입각
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다(성낙인, 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in: 이창희/
장승화(편저),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3, 9쪽).
43) 이러한 이해는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과 헌법상 영장제도(특히,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상호간 규범 조화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44) 관련하여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되었
으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형 검찰조직
체계 내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특히 ‘검사-수석검사-부부장검사-부
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고등검사장-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서열과 승진구조 및 내부결재와 보
고제도로 인해서 사실상의 검사직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헌법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에 관해서는 김용태, 검찰권의 헌법적 의미와 통제, 법학박사학위논문(고려대 대학원), 2013, 71-83
쪽).
45) 요컨대 법률을 제․개정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영장신청권한을 경찰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기관을 창설하여 검사의 독
점적 영장신청권한을 완화하는 것을 현행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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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사의 영장신청을 경유하지 않고) 행해지는 법관 직권에 의한 영장발부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영장”이란 말조차 등장하고 있지 않은 헌법 제12조 제1항
을 합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46)보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특
히,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을 구현하기 위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영장’의 원칙적 모습이 일부 양보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공판단계에서 법관 직권에 의한 영장발부의 합헌성을 논증하는 것｣이
보다 헌법문언에 밀착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생각된다.

(3) 법관의 영장발부권한에 대한 통제규준으로서 적법절차원칙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의 본질로 평가하고 있는)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법관의 구체적 판단에 기초한 영장발부’47) 또한 법관이 공정한 중립적
심판자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부 양보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예컨대 목전의 급박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경우라면 (검사의 영장신청행
위는 물론이고) ‘체포․구속․압수․수색을 위해서 영장발부를 원하는 국가기관’과 ‘당장
의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영장발부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주체’ 상호
간의 갈등상황에서 법관이 중립적 심판자로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
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48)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체포․구
속․압수․수색을 할 때’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

3항에 반하여 예외 없이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다.49)50)
46) 헌재 1997. 3. 27. 96헌바28 등, 판례집 9-1, 323쪽: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
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다”
47) 헌법재판소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
하여야만 한다는 데” 영장주의의 본질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특히 헌재 1997. 3. 27. 96헌
바28 등, 판례집 9-1, 320쪽).
48) 이 경우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건 영장을 발부하지 않건 상관없이 법관의 영장발부행위는 당장
의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영장발부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주체의 손을 들어주
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목전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체포․구속․압수․수색인지 여
부에 관해 검토하는 순간, 이미 목전의 급박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버리는 모순상황으로부터 법관
은 벗어날 수 없는 바, 이러한 모순상황에 법관을 빠트린 다음 법관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 입장에서는 애당초 기대가능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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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론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인 경우에는 해당 범인이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를 불문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
조 제3항 제2문은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인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미리 준비해서 제시하도록 할 경우 공격과 방어가 공
49)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
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판례집 14-2, 359쪽). 하지만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
고 있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목적달성이란 관점에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의 태도는 행정법적 차원의 개념인 ‘행정상 즉시강제’에 의해서 헌법적 차원의 개념인 ‘영장제도’
(혹은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를 결정한 것이란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목적달성이란 관점이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규준에 의
해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영장제도의 원칙적 모습 ―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예정하
고 있는 영장제도의 원칙적 모습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후가 아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수정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겠다.
50) 물론 이러한 주장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헌법상 영장주의는 항상 배제되어야한다는 의견’
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적 요청을 회피하는 우회수단으
로 악용된 역사와 현실적 여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무 불이행이라는 행정강
제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청의 집행력의 실현으로 오인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바, 헌법상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는 행정상 즉
시강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주의의 이념이 관철되어야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헌법
재판소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
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며(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판례집 14-2, 359쪽),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 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예컨대, 행정상의 즉시강제)에서도 존
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
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
고 93추83 판결 참조). 따라서 헌법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자인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는 가운데 “영장주의의 구체적 내용(영장의 종류)과 절차(신청 및 발급 상의 특성)”
에 행정상 즉시강제가 갖는 효율성 및 실효성이란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 기술적 대응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가 합헌적인 행위로 평가받기 위
해서는 영장주의 위반여부 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원칙․보충성원칙․비례성원칙 등의 준수여부
또한 별도로 엄격히 심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최봉석, 행정상 즉시강제의
안착(安着)을 위한 법치국가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20, 2016, 423-428쪽, 454쪽;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판례집 14-2, 34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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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관리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이념(특히,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특히,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목전의 범
죄행위에 대해서 법관이 중립적인 공정한 심판자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
을 반영한 조항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제도는 적법절차원칙을 구현
하려는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헌법체계에 부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헌법 제12조 제

3항 제1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문언에 입각해서 (‘집행기관의 영장제시행위’는
물론이고) ‘검사의 영장신청행위’와 ‘법관의 영장발부행위’까지도 적극 통제하는 해석적
시도와 함께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해두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 제2문에 주목한다면, 영장신청 및 영장발부와 관
련된 검사와 법관의 독점적 권한에 균열을 이끌어내어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영장의 원
칙적 모습인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외의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
을 것이며, 나아가 엄격한 요건 하에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체포․구
속․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입법적 조치를 보다
설득력 있게 합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심사기준인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을 분별하지 못하고 양자를 뒤섞어 중복 논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51)

51)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
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
률조항(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
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해 판단하면서 “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
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이미 그 자체
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
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판
례집 14-2, 359쪽).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서로 다른 별도의 독립된 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침범 목적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심사’ 및 ‘과잉금지원칙 준수여부에 관한 심사’와 ‘영
장주의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뒤 섞어서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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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는 글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적 가치 구현에 이바지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
마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등장한(혹은 등장하고 있는) 新정부 또한 그
스스로가 내걸었던 각종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함은 물
론이다. 이 글은 규범해석학적 차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즉, 영장주의)을 통제하는 규준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즉, 적법절차원
칙)에 주목하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국정과
제를 구현함에 있어서 현재의 헌법규범이 장애가 된다거나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가 아
니라, 오히려 해당 국정과제의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준임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단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과 관련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진정 원하는 헌법현실은 헌법적 최소정의에 주목하고 있는 사법의 정신이 관철되는 수
준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가능한 한 최대한 구현에 있는 것이라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新정부 대
한 요구와 비판의 수준은 헌법적 최대정의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적 가치 구현과 관련하여 헌법은 높은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회나 대통령 등
과 같은 기관에게 폭넓은 형성의 여지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정과제
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공약하고 당선된 문재
인 대통령과 그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제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공권력 활동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新정부
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권력 작용들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속에서 보다 자유롭고 존엄
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권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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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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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대한
토론문
52)김

명 식*

오늘 발제자께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의 과제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이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영장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매우 참신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적법절차원칙이 “모든 국가행위를 통제하는 규준이 아니라 처벌․보안처분․강
제노역․체포․구속․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특정 기본권침범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국한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
한 절차”의 요청은 ‘실체적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절차적 차원에서의 적법
한 절차’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특히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수․수
색과 관련하여 기본권주체에게 고지․청문․변명 등과 같은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합리
적인 절차 내지는 과정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잠정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이 현
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영장신청권한을 독점하거나 검사의 영장신청을 경유해서만 영장발부
가 가능하다는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입법자가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을 일부 제한 내지는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부합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고, 이러한 해석이 공판단계에서 법관 직권에
의한 영장발부의 합헌성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헌법문언에 밀착된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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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찰개혁의 문제나 검경수사권조정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순하게 검사와 동등한 자격(변호사자격)을 가진 경찰로 하여금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은 경찰청의 주장을 흥미롭게 듣고 있는 정도였던 저로서는, 발제문을 읽
어 보면서 헌법학 연구의 진수를 맞보았고, 새롭게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먼저
발제자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는 것으로
오늘 지정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1.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그런데, 우선, 저는 여전히 국가의 모든 작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작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천명만으로도 권력통제의 기능과 함께 기본권보장 강화의 효과가
모든 통치영역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
하고 결과적으로 기본권실현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즉, 고지와 청문의 기회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이나 절차권까지의 모든 기본권
실현에, 그리고 모든 국가작용, 침익적 작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익적 작용에까지도
주어져야 하며, 그것이 입법과정이냐, 집행과정이냐, 사법과정이냐를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발제자의 주장처럼 헌법 제12조는 절차적 적법절차만 규율하는 것이고, 실체적
적법절차는 헌법 제27조나 제37조를 통해서 규율될 수 있다고 하여, 양자의 기능과 역할
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체포․구속․압
수․수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본권영역에 대해서는 헌법 제27조나 제37조를
가지고는 절차적 적법절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기본권영역에
대해서는 절차적 적법절차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을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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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절차원칙의 의미
각주41)에서 “만약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청을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검사와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 논증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이념과도 부합되기 어렵다

“고 하셨는데, 이러한 주장이 어찌 보면 영미법계의 적법절차원칙과 대륙법계의 법치주
의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미
법계의 적법절차원칙이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과는 상충될 수 있지 않나 의문이 들었
습니다.

3. 영장주의의 헌법적 의미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영장신청과 법관의 영장발부 그 자체가 적
법한 절차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권
한과 법관의 영장발부권한 또한 양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이 봉쇄하고 있다고 단정
하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검사가 영장
을 신청하거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규범적․현실적 전제조건이 무너진 경우｣
에도 검사가 영장신청권한을 독점한다거나 법관이 영장발부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한 절차에 따른”이라는 문언에 부합되는 해석이라
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영장신청행위뿐만 아니라 영장발부행위에 대해서도 거의 대등
하게 통제규준으로서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경찰과 같은 다른 국
가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방안이 현행 헌법의 해석상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관의 영장발부권한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통제의 가능성을 언급하시
면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나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경우를 들
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의 영장신청행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주로 수사기관으로서 본질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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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그 권한이 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관
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발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장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헌
법적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양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적법절차원칙을 통제규준으로 제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고, 후자는 물리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으로서, 규범적 의미에 있어서는 대등한 선상에서 논의할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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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대한
토론문
53)최

우 정*

1. 우선 오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라는 주제로 발제해주신 김해원 교수님
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핵심인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으
로 법치국가의 기초가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
개혁, 경찰개혁 그리고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라는 문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논의 중이란 것을 고려하면 오늘의 발표는 그 의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김교수님께서 발제해주신 부분은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와 관련한 내용 중 논쟁이 있
는 부분을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잘 정리해서 알기 쉽게 발표해주셔서 도움이 되
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의 발제의견에 동의를 하고 별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만 오늘의 발제주제의 부제인 ‘문재인 정부의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라는 부분에서 조
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발제자인 김교수님의 고견을 들었
으면 합니다.

2. 우선 영장의 신청에 대한 용어의 사용입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
송법 제200조의 2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
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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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동법 제201조는 구속영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규정상 헌법은 신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청구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영장의 발부의 조건인 검사의 요구를 이렇게 신청
과 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이라는 것보다는 청구라는 것이 법적 권한 또는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현재 검찰 개혁의 문제로
검·경의 수사권 문제와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한 내용으로 논의가 되
고 있는데 이 용어의 구별에 대한 해석으로 헌법개정 필요없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영장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가 긴급체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입니다. 이중 일선
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긴급체포입니다. 아시다시피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한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48시간이란 시간은 여전히 적절한
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실상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불법
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피의자는 48시간과 그 이상 즉 구속영장 청구 후 발부되지 않는
시기까지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긴급체포의 요건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
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
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개념은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으로는 긴급체포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만 실제로 긴급체포를 행하는 주체는 사법경찰리라는 점에서 법현실과 법규정이 불일
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에 대해서 발제자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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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54)홍

완 식*

Ⅰ. 머리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인하여 조기에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지금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
던 사항들이 각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들로 정리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권에서 주로 다루어진 개혁의 단
골주제이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였기에, 그동안 제시된 개혁방안과 축
적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분야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해서는 법학적인 관점
에서의 검토와 정치학적 혹은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합목적적으로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것에 개혁방안의 중점이
있을 것이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공직선거법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
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에 관한 사항에 논의가 집중되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정치권에서의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자
당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로는
볼 수 없지만, 제도와 입법에의 반영이라는 현실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건국대 법전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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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은 본문에서 후술하는 바와 더불어민
주당의 이름으로 2017년 4월에 발간된 487쪽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나온 내용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선거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공약의 실현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약에서 제시된 정치․선거제도
분야의 개혁은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정조사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
련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기로 한다.

Ⅱ. 신정부의 선거제도 개혁 공약
신정부의 정책공약은 2017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에 요약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선공약집
이며 이것이 ‘신정부’의 정책공약과 동일한가라는 문제와 기존 대선 당선자의 인수위원
회의 역할을 대체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동일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신정부에서 표방하는 선거제도 개혁 분야에서의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는
한, 양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나라를 나라답게’에서는 <표1>과 같이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
거법 관련 공약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에 제시되어 있다.
<표1> 4대 비전과 12대 약속
4대 비전

12대 약속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4.
5.
6.
7.
8.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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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이 중 첫 번째 약속으로 내세운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분야의 정책은 ⓵ 적폐청
산 ⓶ 권력기관 개혁 ⓷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3개 세부(細部)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에서 ‘⓷ 정치․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자유로운
정치참여, 투명한 국회 등 <표2>와 같이 4개 세세부(細細部)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표2> 정치·선거제도 개혁
제도개혁 분야1)

구체적 내용

국민의 참정권 확대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국민경선제도 도입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일치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제공 강화
공평한 선거 및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자유로운 정치참여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정당의 자율적 운영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학교․정당․선관위 통한 자율적 민주시민교육 확대
정당의 국민여론수렴기능 및 정책기능 강화 (시군구당 설치 허용, 국회
의 정당지원기능 강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제도 정착 (정당 후원회제도 정비, 고액특별당
비 내역 공개)

투명한 국회

중요 입법쟁점에 대한 시민의회 개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상임위 심사 제척․회피제도 도입
국정조사, 예결심사기능 강화, 저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 강화

1) 공약집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⓵ 18세 선거연령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⓶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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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선거제도 분야의 개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또는 법률(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정조사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즉,
선거제도의 개선과제들은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제도 개
혁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이라고 할지라도 개별 헌
법규정은 물론이고 여러 헌법원칙에 충실한 방향과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선공
약 이행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법률적 과제임과 동시에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Ⅲ.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1.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요건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1차 투표에서의 다득표 상위 후
보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결선
투표제라 한다. 이러한 결선투표제는 대체로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절대다
수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투표제라고 평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에서 결선투표
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포르투칼, 핀란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80여개
국가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결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51.6%의 과반 득표를 넘
긴 대통령이었고 다른 대통령 들은 대부분 과반 득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노태우 대통령
은 36.6%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에 대하여는 찬성론과 신중론이 있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확실한 대
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보다 합당하며2), 대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⓷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
게 하겠습니다 ⓸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겠습니다.
2) 강원택, 대통령 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1997,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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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당간 정치적 경쟁, 선거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충실히 확보
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제는 필요하다는 견해3)가 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결선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제도간의 평면적인 비교에 입각해 특정제도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적실성을 갖기 힘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을 때 어떠한 파급효과를 갖
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4)도 있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고 헌법개
정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도입5)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개정없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대하여 전자는 위헌론 후자는 합헌론과 연관되어 있다. 즉, 헌법개정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만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6)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의 헌법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라고
보아 합헌이라는 의견7)도 있다.
대통령선거에 결선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론은 존재하지만 적극적
반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하여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지만, 현행 헌법처럼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선출방식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면, 결선투표제에 대한 찬반론의 관점에서 보다도 ‘유
사사안에 대한 규범수준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결선투표제와 같이 중요한 당선인
결정방식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8)가 타당해 보인다.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
헌도 추진한다고 하니, 이번 개헌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비교헌법적으로
프랑스 결선투표제의 사례도 있고, 이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도 결선투표
3) 음선필,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131쪽.
4) 김정현,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4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81쪽.
5) 제19대 국회인 2012년 7월 26일에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대선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일 후 14일째에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6) 음선필,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131쪽.
7) 한상희,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민주법학, 제63호, 2017, 150쪽.
8) 표명환, 공직선거와 당선인 결정방식,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2016, 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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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생소하지도 않으니, 이번의 헌법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2. 선거연령에 관한 규정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
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대통령 이
외의 직에 대한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통령 피
선거권 연령에 관해서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 제67조에는 40세 이상의 대통
령선거 피선거권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
직선거법 제15조에는 19세 이상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제16조에 25세 이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비교헌법적으로 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
는 헌법 입법례가 있다. 아일랜드 헌법 제16조에는 하원의원 선거에 있어서 21세 이상의
피선거권 18세 이상의 선거권 연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독일 연방기본법 제38조에
는 연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18세 이상의 선거권과 성년자(18세)의 피선거권 연령이
규정되어 있다. 포르투칼 헌법 제49조에는 18세 이상의 선거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리스 헌법 제31조에는 40세 이상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55조에는 25세 이상의 국회의
원 피선거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네덜란드 헌법 제54조에는 하원의원 선거에 있어
서 18세 이상의 선거권, 제56조에는 18세 이상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노르
웨이 헌법 제50조와 제61조에는 18세 이상의 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규정되어 있다.
벨기에 헌법 제61조에는 18세 이상의 하원의원 선거권 제64조에는 21세 이상의 피선거
권이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 헌법 제4조에는 18세 이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규정되어
있다.
선거권 연령 특히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서 헌법에 명시9)하는 것은,
9)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와 2014년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교헌법적·헌법정책적 검토논의나 결과보고는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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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3.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일치
공약집 원문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
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는 것과 함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청년들의 피선거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선
거권․피선거권 연령 일치 보다는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에 방점이 놓여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
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을 제
외한 선출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
에 의하여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하원․호주․독일
등은 18세 이상, 영국․러시아․싱가포르 등은 21세 이상, 한국․미국 하원․일본 중의
원 등은 25세 이상, 미국 상원․일본 참의원 등은 3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표3> 각국 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연령

국

가

명

20세

호주, 헝가리, 독일, 뉴질랜드, 중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하원), 캐나다(하
원),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나우루

21세

영국, 싱가포르, 러시아, 룩셈부르크, 브라질(하원),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하원)

23세

튀니지, 카메룬

24세

프랑스(상원)
한국, 일본(중의원), 태국, 미국(하원), 이탈리아(하원), 파키스탄(하원), 인도, 필리핀(하
원), 멕시코(상원), 알제리, 카자흐스탄, 네팔, 터키
가봉(하원)
일본(참의원), 쿠웨이트, 미국(상원), 캐나다(상원), 파키스탄(상원)
브라질(상원), 필리핀(상원)
이탈리아(상원), 가봉(상원)

18세

25세
28세
30세
35세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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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현행 25세보다는 낮춘다면
청년들의 피선거권은 대폭 확대되어 선출직 공직자들의 연령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헌
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도 40세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10)
헌법개정론과는 별도로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
세로 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Ⅳ.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1.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 60
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만20세)’으로 낮춰졌다. 2005년 8월의 공직선
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7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으며,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이다.
<표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가의 선거권 연령 현황11)
구
분
선거권 연령
비 고
오스트리아
16세(1개국)
그리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는 선거권 연령 16세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는 고용된 경우는
18세(32개국)
선거권 연령 16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 일본의 선거권 연령하향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20세→18세) : 2015. 6. 개정
대한민국

19세(1개국)

10) “대통령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제68조 제4항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개정연구,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2006, 218쪽.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6. 8. 25,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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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25일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
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하여 선거권 행사능력
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
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규정된 선거권의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
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13)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윤후덕의원(2016. 5. 30 발의), 김관영의원(2016. 6. 17 발의), 박주민
의원(2016. 8. 4 발의), 윤호중의원(2016. 7. 13. 발의), 소병훈의원(2016. 7. 26. 발의) 등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표5> 다른 법령의 연령기준14)
구 분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성년
청소년
혼인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지원 입대
운전면허 취득
취업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민법
청소년보호법
민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병역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연령기준
20세 이상
19세 이상
19세 미만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일
12) 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1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선거권 연형기준 관련 의견표명, 2013. 1. 17, 1쪽.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6. 8. 25,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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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이유로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치·
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교류로 인하여 18세
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보다 가깝고 다양한 의견, 특
히 교육정책 등을 의정에 반영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견
해15)도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연령도 인하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는 의
견도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박주민 의원을 포함하여 16인의 의원은 현행

25세 이상인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시에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6년 8월 4일에 발의하였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외국의 입법
례를 살펴보면, 앞의 표3과 같이 프랑스 하원․호주․독일 등은 “18세 이상”, 영국․러
시아․싱가포르 등은 “21세 이상”, 한국․미국 하원․일본 중의원 등은 “25세 이상”,
미국 상원․일본 참의원 등은 “3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피선거권 연령의 인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은 역량
있는 젊은 사람들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다.16)

2. 투표시간 연장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의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으
며,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다만, 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
시이며, 부재자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이다. 이러한 투표시간은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
법’)에 규정된 이후에 변함이 없으며, 사전투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사전투표의 시
간은 총선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6. 8. 25, 27쪽.
1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016. 1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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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의 제헌의원선거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였고, 1950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19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되었다가, 5․16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되었다. 1971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되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1952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오전7시에서 오후

5시까지, 1963년 대통령선거법은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 1992년 대통령선거법은 오
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된 바 있었다.
투표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하는 이유는 일몰후 야간의 치안확보나 투표함 수송, 신속
한 개표, 비용절약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나 학생, 자영업자 등의
많은 수가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2011년 6월에 발표된 한국정치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일이나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휴업으로 인정
받은 노동자가 22.7%에 불과해 나머지 77.3%가 투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중 투표 불참자가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 각각 64.1%와

6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5회 지방선거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로 ‘개인적인 일 또는 출
근 등’(36.6%)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고, 이중 42.7%는 고
용계약상 근무시간 중에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
다. 투표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
다는 응답도 26.8%나 차지했다. 불참자들은 고용계약 관계나 고용주, 상사 눈치, 임금 감
액 등의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시간 연장은 낮은 투표율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
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전투표
는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로 되어있어 사전투표
를 하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많은 비정규직의 근무
시간이나 자영업자의 일과시간과 겹치는 투표시간의 연장 문제는, 정당이나 후보에 따른
정치적인 득실이 큰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진보성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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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적이고 보수정당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오후 6시에 종료하는 투표시간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서 헌법소
원도 제기되었으나, 동 헌법소원은 기각17)되었다.
<표6> 사전투표 도입 및 사전투표시간 연장
2012. 4. 11.
(제19대 국선)

2012.12.19.
(제18대 대선)

투표율
1.7%

투표율
2.2%

2013. 4. 24. 2013. 10. 30.
(재보선)
(재보선)

투표율
4.8%

투표율
5.4%

부재자투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14. 6. 4.
(제6회 지선)

2016. 4. 13.
(제20대 국선)

투표율 11.5%

투표율
12.2%

사전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7> 투표시간에 대한 외국의 사례
국 가

투 표 시 간

영 국

07시부터 22시까지 (15시간)

미 국

각 주마다 다름 (최저 8시간, 최대 15시간)

프랑스

0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

독 일

0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

일 본

07시부터 20시까지 (13시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선거결과의 확정 및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개표관리에 소요
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
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하여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선
거인명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헌재 2013. 7. 25. 2012헌
마8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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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8) 이러한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고용형태 및 조건에 따라서 선거
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고 투표 당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실질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움. 개정안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투표종료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투표종료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투표
시간 연장에 따른 개표지연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투표관리비용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19)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표8> 제19대 국회에서의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교
구
임기만료
선거

재보궐선거

분

현

행

진선미․장병완의원안

이목희의원안

개시시간

오전 6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료시간

오후 6시

오후 9시

오후 10시

총 투표시간

12시간

15시간

16시간

개시시간

오전 6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료시간

오후 8시

오후 9시

오후 10시

총 투표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제20대 국회에서도 역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조정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20)과 소병훈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9. 4) 제안이유 : “현행법상에서는 휴일
근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움.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음. 또한 부재자투표 또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 내에 투표하게 되어 있어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움. 따
라서 투표 마감 시간을 9시로 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부
재자투표의 경우도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것임.”
1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012. 9. 17, 89쪽.
20) 2016년 7월 4일에 발의되어 7월 5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안이유 : “선거일이 법정공
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사전투표는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투표 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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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21)은 모든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하자는 것이다. 또한 윤호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22)과 진선미 등
의원 등 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23)은 모든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연장하자는 것이다.24)

3. 국민경선제도 도입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유권자)들
을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국민경선제는 미국의 예
간이 오후 6시로 되어있어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21) 2016년 7월 26일에 발의되어 7월 27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안이유 : “투표시간과 관
련해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22) 2016년 7월 13일에 발의되어 7월 14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안이유 : “투표마감 시간
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기
업과 업종에 따라 휴일이 지켜지지 않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현실적으로 일과시간에 투
표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퇴근 후 집으로 귀
가하여 투표하려면 현행의 오후 8시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고, 사전
투표는 오후 6시로 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은 물론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경제적 취약계
층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투표 및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
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23) 2016년 11월 4일에 발의되어 11월 7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안이유 : “현행법 상 일
부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등의 사유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또한 거주 불명자의 경
우, 투표의사는 있으나 인접한 투표소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뿐만 아니라 18세가
되면 개인의 사리분별이 뚜렷하고 정치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되지만, 선거에 참여
할 수 없음. 이처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24) “개정안들은 투표 당일에도 근무하는 유권자들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투표율을 제
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고용형태 및 조건에 따라서 선거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고 투표 당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실질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
는 현실을 감안할 때 투표시간 연장은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만,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선거일 전에도 거주지와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투표시
간 연장 시 투․개표관리비용이 증가하고 투·개표 사무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투개표 관리의 어
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
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016. 11,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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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거(primary)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을 투
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당의 당원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시민(유권자)에게도 투
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이 2001년 10월 재선․보궐선거에서 패
배한 후에 2002년 2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비당원이 공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당내 비민주성을 해소하고, 이른바 ‘체
육관 선거’로 지칭되는 유명무실한 밀실정치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국민주권 실현과 민주
정치의 발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
들이 동원 또는 매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 정당의 후보 선출을 교란할 목적으로 악
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예비선거운동을 위
한 비용 때문에 금권선거가 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각 정당마다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선출될 경우에는 국민경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법적 근거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25) 국민경선시행을 위한 비용에 대하여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선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경선선거운동을 일정
부분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맡길 수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에 규정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규율내용에 관한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 본
다.

4.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선거제도는 첫째, 국민의 의
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둘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여야 하고, 셋째, 정당의 공
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26)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 경우에는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전국
구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작성하는 폐
25) “2011년 사회당 경선에서 승리한 올랑드가 경선비용으로 사용한 40만 유로가 선거비용으로 처리
된 선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안지원, 프랑스의 완전국민경선제, 국회
보 제446호, 2017. 4, 39쪽.
26)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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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명부식이며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그 취지를 구현하지 못
하고 있다.27)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
자에 대한 투표만이 유효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된다. 따라서, 지역구국
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
의 정치적 선호가 보다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 의석의 권력별 배분은 특정 정당이 해당 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일을 막
고 장기적으로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8)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도입되어 있으나, 총 의원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석의
비율(15.7%)이 낮아 지역구선거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비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 개선안의 취지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제19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한 바 있
고,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안29)30)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동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가 대체로
27) 김수연, 지방의 입법참여를 위한 국회구성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6, 38쪽.
28)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2권), 국회 미래한국헌법2010, 연
구회, 448쪽.
29)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11인 의원이 2017년 2월 15일에 의안번호 5634호로 발의하였음. 제안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나,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
후보를 허용하지 않아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하여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
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소신있는 도전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음. 따라서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
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0) 소병훈 의원을 포함한 10인 의원이 2016년 7월 27일에 의안번호 1228호로 발의하였음.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구제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
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독립하여 전국구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이 유효
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됨. 이에 따라 유권자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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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
별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신설). ⓶ 국회의 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인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함(안 제21조제1항). ⓷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는 권역별로 작성하고, 그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해당 권역에서 출마하는 지역구국회의
원 후보자를 비례대표후보로 중복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⓸ 각 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총수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
여 산정함(안 제189조제2항 및 제4항). ⓹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
게 배분된 의석에서 각 의석할당정당이 획득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
로 함(안 제189조제5항). ⓺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
총수보다 많은 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7항).
동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2:1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면서 해당 권역
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고,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사표의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
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표9와 같다.
<표9>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의석수

분

현

행

개정안

지역구

253

200

비 례

46

100(±α)

계

300

300(±α)

비례대표
명부작성단위

전

국

권 역 별(6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당선가능성이 적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
호가 표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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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의석 배정

지역구

-

비 례

정당별 득표수의 비율로 배정

방

식
지역구

당선인
결 정

비 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수를
정당별 득표수의 비율로 배정

병립제
병용제
지역구의 최다득표자
현행과 같음
- 전국 단위로 결정
- 권역별로 결정
- 정당이 배정받은 비례대표 - 권역별로 정당에게 배분된 총 의석
의석수만큼 명부순위에 따 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수를 뺀 나머
라 당선인 결정
지 수만큼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현행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이른
바 “병립제”(또는 “일본식 혼합제”)가 아니라 양자를 연동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이른
바 “병용제”(또는 “독일식 연동제”)이다.31) “병용제”는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의 득표
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19대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
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및 선거문화, 권역별 비
례대표제의 장·단점,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의 관점에 주목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검
토의견이 제시되었다.32)

5.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강화
선거과정에서 장애인과 노령자 등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과 선거에 참여하는
31) 비례대표제는 ① 순수비례대표제와 ②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음. “순수비례대표제”는 전
국을 하나의 지역구로 하는 방식이며, 유권자는 정당에 대하여만 투표함.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대표성의 장점과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온전하게 반영하는 비례
성을 함께 절충한 방식임. 또한,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① 병립식과 ② 병용식으로 나뉘는데, 현
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역구대표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단순하게 합산하는
“병립식”이며, 독일의 경우 각 정당은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자기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며,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는 먼저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의원들로 채운 다음 나머지 의
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후보들로 채우는 “병용식”을 채택하고 있음.
3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016. 11,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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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편하여 선거권 행사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
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
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33) 설치 층
수나 이동약자를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
다. 그런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일반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층수별 현
황을 보면 일반 투표소의 경우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는 1,490곳(10.8%)이 있었으며, 이 중 16.5%인 243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는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가 전체 3,511투표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749곳(49.8%)에 이르렀으며, 이 중

34.2%인 598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
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34)은 장애인과 노령자 등에 대
한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동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

11항을 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의 설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
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표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의 설치층수별 현황

[일반투표소]
총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승강기미설치
투표소(1층제외)

13,837

272
(2.0%)

12,347
(89.2%)

780
(5.6%)

438
(3.2%)

243
(1.8%)

33)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
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34) 유승희 의원을 포함하여 10인의 국회의원이 2016년 8월 26일에 1849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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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총 사전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 이상

승강기미설치
투표소(1층제외)

3,511

96
(2.7%)

1,762
(50.2%)

953
(27.1%)

700
(19.9%)

598
(17.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러한 개정안은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할 경우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투표편의를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과 기존 투표소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표구 안에 건물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35)
또한 진선미 의원외 23인의 공직선거법 개정안36)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즉,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의 비밀투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
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
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3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2016. 11, 185쪽.
36) 진선미 의원을 포함하여 23인의 국회의원이 2016년 11월 3일에 3239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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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선
거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
적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선거공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
성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관할 선
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전자문서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
를 통해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방송광고·방송연설·
대담·토론회 등의 자막 및 수화를 방영하도록 하고,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되었다.37)

Ⅴ. 맺음말
선거를 앞두고 늘 그래왔듯이, 2016년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5년에 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석패율제도,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역 조정 등이 논의 주제였
는데, 결국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역 조정
만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필자는 당시의 개혁시도가 ‘무늬만 개혁’이 되거나

‘소극적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는데, 역시 선거구 인구편차만 소폭 조
정되고 나머지 개혁방안은 모두 무산되었다.38)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약들은 어찌보면

‘좋다는 것은 다 모아놓은’ 개혁의제라고도 볼 수 있다.39) 이러한 개혁방안들이 모두 이
상적인가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모두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몇 차례 시도된 개헌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 성공한다고 하더
37) 진선미 의원을 포함하여 21인의 국회의원이 2016년 10월 21일에 3215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38)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9집, 한국법학회, 2015, 1쪽 이하.
39) 대체적으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획기적 강화를 통한 정치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최태욱, 선거제도 개혁방향,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민주화, 국회 입법조사처, 2017. 2. 16,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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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앞에서 살펴본 선거제도의 개혁안이 개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협상에 능하지 않은 우리의 정치환경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5개의 정당 혹은 4개의 교섭단체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등
모든 것이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
가올수록 정당의 이해득실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합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을 권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은 이미 좌절
된 경험이 있고 현실정치와의 연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달성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인하 혹은 조정이나 투표시간 연장은 개
별 정당의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하고, 찬성의견이 많은 대통령선거에서의 결
선투표제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경선제도는 각각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
화시켜야 하며,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전 보다 활발해졌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
고,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이제는 시민사회에서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이해
득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는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정당
성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계와 시민사회에
서의 논의 자체가 정치권에서의 개혁논의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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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40)박

진 완*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 및 선거제도 관련 헌법개정의 문제라는 어려운 주제를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홍완식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홍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있었습니다. 저의 토론문은 홍교수님께서
제시한 발제내용들 중의 주요논점들에 대하여 교수님의 보다 상세한 답변을 구하는 형
태로 작성해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이에 대한 긍정적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의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
는 상당히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결선투표제가 보수주의자나 우파의 집권
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
님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연령에 관한 문제는 저는 18세이상 19세 미만의 국민의 선거권 인정에 있어서 헌
법재판소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핵심적 쟁점은 이들의 미성숙성 여부 및 이로 인한
정치적 판단능력 결여여부에 논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선거원칙의 제한의 문제
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
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바람직한지 조금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논의 외에 이들의 선거권 인정을 정
당화할 수 있는 다른 헌법적 근거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홍완식 교수님의 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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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부탁드립니다.
대의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중요한 실현수단인 선거제도 형성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회와 의회의 구성원인 각 의
원들의 의사결정과 행위과정들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의사에 상응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하
고 명확한 기준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이
러한 목적의 실행을 위하여 정치관계법과 공직선거법의 개혁의 요구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는 소선구제와 기반
을 둔 다수대표제(majority voting system)의 개혁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됩니다. 물
론 영국(Great Britain)과 같은 나라에서 다수대표제는 오랬동안 안정적 정부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정치적 리더쉽의 실현에 기여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대표제는 소수자의 투표권 보장의 측면에서, 즉 소수정당에 투표한 투표자에 대하여
많은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형행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정당의 비례대표
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서 고정식 명부(starre (gebundene) Wahlisten/rigid

party list)의 개선의 요구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유럽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법률(EuWG) 제2조 속에 규정된 고정식 명부제가 직접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의 원칙

(Grundsätze der unmittelbaren und freienkeit der Wahl의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1). 물론 이전부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고정식 명부 역시 직접선거의 원칙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der Wahl)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당내부에서 결정된 고정식 명부의 문제점들에 비판은 정당의 비례대표
제 의원 명부작성 개혁의 형태로서 정부의 명부에 대한 시민의 복수투표권의 인정을 통
해서 그 투표가 여러 투표자에게 분산되거나 혹은 한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가능하
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당의 비례대표자 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의 책임성
의 증대 및 이에 대한 시민의 투표를 통한 영향력 행사가 행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
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Christian Hillgruber, Wahlprüfungsbeschwerde – Fünf-Prozent-Sperrklausel – Starre
Wahllisten – Wahlrechtsgleichheit – Chancengleichheit – Zähl- und Erfolgswert von Stimmen
– Europawahl – Funktionsfähigkeit des Europaparlaments, JA 2012, S.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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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2)이

병 규*

(1)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6회 학술대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동훈 회장
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홍완식 교수님의 발
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이번 발제문 덕분에 새
정부의 정치․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분야
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여 설익은 토론이 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발제자께서는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기초하여 새 정부 정
치․선거제도 개혁 사항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공약 사항들 중에서 ‘국민의 참정권 확대’
와 ‘공직선거제도 개편’ 두 가지 분야의 개혁을 위한 내용들을 헌법개정 사항과 법률개정
사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정책마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실천 방
안이나 절차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새 정부의 선거제도 개혁
을 위한 공약 사항들에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 역시도 이번 제19
대 대선 전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방향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러한 개혁
내용이나 방향은 결코 새 정부만의 정책이나 공약 사항이 아니라 근년의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이러한 공약 사항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

* 동의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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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실현가능성이나 달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세대적으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현재 사회적으로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존재한다는 긍정
적인 요소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소야대의 의회 구도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지만 득표율은 41%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이러한 선거개혁 과제 공약 실천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 정부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다수의 공약들이 헌법개정을 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
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발제자께서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그 방식은 헌법개정을 통해
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유사 사안에 대한 규범 수준의 동일성이라
는 관점에서 결선투표제와 같이 중요한 당선인 결정방식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견
해를 들었습니다. 생각건대 헌법 제67조 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에서 선거
시 과반을 넘지 못하더라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 도입에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을 통한다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의 실천이나 실현 가능성에서 볼 때 현행
헌법 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법 개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헌법개정의 과정을 꼭 밟아
야 할 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발제자께서는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선거권 연령은 세대 변화에 따라 향후에도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요소
라고 생각되는데 그 때마다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바꾸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
됩니다. 발제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헌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연령 기준의 규범 수준과
선거연령 기준을 달리 봐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그 외 발제자께서 분석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약 사항들, 예컨대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시간 연장, 국민경선제 도입 등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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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사항들은 대선 전후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명령이라고도 생
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정치구도상 실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일에서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치권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이면서 선거
법 논의는 회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발제문에서도 나오듯이 새 정부의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의 개혁 사항들이 다수 헌
법개정에 의해야 하고, 또한 그 외 여러 분야, 지방자치,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분야, 심
지어 헌법전문 등을 포함한 헌법개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
시피 9차 개정에 의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래로 여러 차례 헌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
고, 또한 최근에는 각종의 개헌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현은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가능성
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새 정부의 헌법개정을 포함한 정치선
거제도 개혁 공약들은 그야말로 공약으로 끝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행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에 의한 헌법개정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87년 헌정 체제 이래로 이미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는 있
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 예컨대, 그사이 정치관계법, 공직선거
법과 같은 헌법부속법률의 개정에 의해 헌법현실은 변화되어왔고, 그러한 헌법변화도 넓
게는 헌법개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
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절차나 과정에서 헌법 하위의 관련 법률 개정에 집중해
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러한 법률개정을 통해서도 헌법개정 효과(헌법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 다시 한 번 홍완식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토론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2017. 6. 20)

1)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개정에 대하여는 Bruce Ackerman, We the People 1: Foundation;
We the People 2: Transformation; We the People 3: The Civil ?Rights Revolution 참조; 이와 관
련하여 일본의 문학평론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憲法の無意識(岩波新書, 2016)에서 일본에서
전후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향후에도 헌법개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일종의 헌법(개정)
‘의식’의 문제로 접근하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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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新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2)김

목

수 연*

차

Ⅰ. 시작하는 말
Ⅱ. 新정부 지방자치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
Ⅲ. 新정부 지방자치 공약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Ⅳ. 新정부 지방자치 공약실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Ⅴ. 맺는 말

Ⅰ. 시작하는 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선거 결과 문재인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5개 원내정당의 대통령후보
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홈페이지에 게재하
였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개헌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었다는 점이다. 개헌은 2016년 20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주
장되어 왔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권력구조의 재편에 대한 요구가
맞물려 2017년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1)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돌입하
* 법학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1)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T6X1Z2M2B8P1N4W1L3W5E3D3S5M2,
2017. 6. 1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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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원내 5개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이할 점
은 개헌 공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명시적으로 표방했다는 점이다.
또한 개헌사항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강화를 강조한 공약이 많았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4개 정당 후보자들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입법권의 확
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내용 측면에서는 상이
한 점이 있으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은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각각의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2)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정부
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 향방은 대통령의 공약에 비추어 예측해 보는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3) 또한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강조되고 있고, 공약의 이행정도에 따른 평가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이
뤄져왔기 때문에 새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잣대 중의 하나로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
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새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을 분석하여 그 이행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新정부 지방자치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
1. 지방자치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지방자치 관련 사항은 대통령과 광역지방
2) 각 후보자들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119.do, 2017. 5. 1 방문).
3) 물론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정권 초기에 발표되는 국정과제의 내용에 따라 가늠하는 것이 보다 정확
하겠지만, 이번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이뤄진 대통령선거임에 따라 대통
령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없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게 되었기에 통상 인수위원
회에서 발표되는 국정과제의 선정과 발표가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인수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5
개년계획’ 초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정책의 방
향과 내용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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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입,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
의 법적 기반 확보,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 지방의회 권한강
화, 지방의원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주민참여와 자치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
이다.
최종 공약집을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4
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4대 비전으로는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
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
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비전에 2～5개
의 약속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12대 약속을 제시하였다.

12대 약속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 부정부패없는 대한민
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
는 대한민국의 비전에 일자리 마련, 성장동력이 넘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출산‧
노후 걱정 없으며, 민생․복지․교육 강국을 제시하였다.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
민국의 비전 아래에는 강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제시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의 비전에는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과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약 중 지방자치의 위치는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비전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포함되어 있
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약속은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과 ‘살기좋은
농산어촌’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겠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
다.

1.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 2.
지방의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 3.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 4.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5. 혁
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혁신도시 시즌2)로 삼아 균형발전을 성취, 6. 산업단
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7.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8.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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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 지방자치 관련 공약의 분류
이상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
정분권, 주민참여 확대는(1～3) 지방분권의 핵심적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혁신도시 발
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고속도로 발전, 철도 공공성 강화 등(5~8)의 과제는 균형
발전의 측면이 강하며, 4.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두 가지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적 성격
이 강하고, 입법적 조치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약은 지방이양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 정도가 해당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비전
에 포함된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중 하나로 ‘적폐청산’을, 그리고 ‘적
폐청산’의 8개 과제 중 8번째 공약으로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
법을 열겠다는 개헌공약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서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정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개헌 추진 방안으로서 ▸대선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
의기구’를 설치하고,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
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개헌에 관한 공약이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비
전에서 지방자치 관련 공약이 집중되어 있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
다는 부분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부정부패없는 대한민
국-적폐청산의 8번째 공약으로 들어가 있으나, 개헌의 내용과 지향점에 지방분권 사항이
있는 만큼 지방분권의 핵심적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관련 여러
공약 중 특별히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지방분권 개헌, 제2국무회의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 공약에 관
해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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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新정부 지방자치 공약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1. 지방분권 개헌
(1) 필수적 개헌 사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3당 대통령후보들은 지난 4월12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개헌의 방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에서 밝힌 3당 후보자들의 개헌의 방향은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점과 2018년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이루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으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조치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에서 규정하며, 보충성의 원
칙을 선언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한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 더불어 지방정부에 민생치안 역할을 부여하고(자치경찰제의 도입),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민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정치․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조치하는 것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제주
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으
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사항들은 헌법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
항이다.
개헌 추진 방안으로서,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렴하
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바, 이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행
정기구가 아니므로 정부 내 임시적 정책기구로서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헌안의 내용
공약 사항 중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4) 국회회의록, 최근회의록, 특별위원회(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30-010.do, 2017. 5.1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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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선언하는 항목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행정
운영의 기본적인 자세와 원칙이라는 점에서 총강부분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또한 현행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관련 2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개헌의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행 헌법 기준으로

‘제4장 정부’를 ‘중앙정부’로 개편하고, 다음 편제로 ‘제5장 지방정부’의 항목으로 편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국회 다음으로 행정권의 배분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권력을 분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5)
따라서 ‘지방정부’의 장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
방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의 보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헌법에서 어느정도 구분을 해 줄 때만 실
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법령의 하위 규범으로서 위치하
고, 지금과 같이 법령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적 성격이 강한 사무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
우에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는 법규체계에서는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한다고 선언
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게 된다. 지방의 자치사무의 영역을 보장
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법령을 제정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수준에 이를 경우, 위헌의 문제로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해 줄때 실질
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자치재정권의 영역도 동일하다.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는 법
률로 정하고, 지방세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중요하고 세원이 큰
세목을 법률로써 국세로 선점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시정할 방법은 없다.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원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 지방의 자치재정권은 실속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치복지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5) 물론, 개헌안의 체제로서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 행정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법권은 대법
원 및 중앙법원과 지방법원으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 전반에 걸친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안도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개헌안이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연
방제 형태 국가의 헌법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상적 지향점을 어느 선까지
두고 개헌안을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사안이고, 이 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공법적 조치들에 관해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의 보완적 의미 정도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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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의 ‘국민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적 여건에 따라 추
가적인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이른바, 자치복지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지방의 재정여건 자체가 추가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이거
나6) 국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에 일정한 재정부담을 부과하여 국고보조사
업(이른바,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방의 자치복지권은 존재의의가 없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기위
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기능)과 지방정부의 역할(기능),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세목 등
을 대략적인 범주에서라도 헌법에서 구분하여 주는 것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명시하는 것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공동체로서 기능한 지
방정부를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에 의해 존폐를 결정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의 해석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종
류를 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
체는 반드시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적어도 두 종류(계층)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그러나 명확
하게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계층과 종류를 - 특히, 법률적용의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더욱 - 헌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헌법의 해석
이나 이견의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나아가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민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정치․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헌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일 것이다.

2. 제2국무회의 신설
(1) 헌법 개정 사항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국무회의’제도의 도입은 회의체
의 위상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아
니면 법률의 제정으로 신설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6) 중앙정부가 국세로 선점하여 지방세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7)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6), 307-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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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2국무회의의 위상이나 기능,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전
혀 없어, 가능한 방안을 몇 가지 염두에 두고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를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말그대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회의체를 ‘국무회의’ 수준의 위상으로
전제할 경우에는 이는 헌법개정 사항이다. 현행 헌법은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2절
행정부-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2관 국무회의(제88조와 제89조)에서 국무회의의
기능과 구성, 운영,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명칭을 ‘제2국무회의’ 또는 ‘자
치국무회의’ 등 어느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한, 현행
헌법 상 ‘국무회의’와 구분될 필요가 있기에 헌법개정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한다면, 현행 헌법상의 ‘국무회의’ 규정과는 그 규정 위치가 달라져
야 한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으
로 편제되어 있으나, 제2국무회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행정심의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시스템이자,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방안으로서, 그리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지위에 있는 기
구로서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는 것이 회의체의 위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개정방안
이라고 본다.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독립 심의기구로서, 지방정책에 관한 심의기능을 담
당하게 하는 회의체라면,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조직법｣의 개정 또
는 별도의 제정법과 ｢제2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정부조직법｣은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로 인식하고 있어, 지방정부
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회의체를 ｢정부조직법｣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
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가행정사무”는 중앙정부의 행정사무와 지방정부의
행정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총칙 다음 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규정과 구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조직을 규정
하는 형식으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회의체
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고, 체계상의 혼동도 막을 수 있다고 본
다.

97

(2) 선결 사항 - 국무회의와의 관계
헌법상 기구로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경우, 헌법 상 현행 국무회의 필수 심의안건
과 제2국무회의의 심의안건을 구분 명시하는 등 심의안건의 배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제2국무회의를 통과한 의안의 집행력 확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집행권한은 일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있는바, 제2국무회의의 통과만으로는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무회의와 제2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공통
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어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할 것인지 또는 어느
국무회의 결과에 우선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제2국무회의’는 헌법상 ‘국무회의’와 같은 정체성이 아니라, 지방의 행
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정책협의체로서 별도의 법률
을 제정하여 설치하고, 회의체의 명칭을 ‘국무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명칭(예를 들
면, ‘중앙‧지방협력회의’8)와 같은)으로 하여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 경우,
헌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다만 헌법에 회의체의 근거를 명시할 경우에는
헌법적 기구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법률의 제‧개정에 의해 존폐되지 않는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Ⅳ. 新정부 지방자치 공약실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1) 추진 방안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 관련 주요 공약 중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
겠다는 공약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
한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개별단위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으로 사무를 발굴
하여 이양을 추진하고,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을 추
진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8)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해서 자세히는 김수연, 중앙․지방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지방
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2016.12), 14-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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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밝혔으나, 헌법 개정사항으로 보기에는 한계
가 있고, 실제로는 개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중앙부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
무기능을 지방의 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9)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
정부의 사무를 정비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의 현실을 반
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의 사무들은 지방
의 사무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10)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이
명박 정부에 이르는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확정한 사무의 수는 3,101개인
데, 이 중 이양이 완료된 즉 관계 법률의 개정이 완료된 사무의 수는 1,982개이고, 미완료
된 사무의 수가 1,119개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또
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무로 이양하는 결정을 하고, 대통령에 보고하여 재가까지 받은 사항에 관해서도 법령
의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소관 중앙부처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중앙부처의
사무로 존속시키고 있는 사무들이 있는 것이다.11)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한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법치행정
국가에서 행정권한의 수행자의 변경은 당연히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당연히 관계 법령의 개정이 제대로 이
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추진은 불가능하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
행정은 종합행정을 지향하고, 지방분권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고 민주주의
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
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자료 - 정책자료, 지방이양 추진 현황 참조,
(http://clad.go.kr/section/board/bbs_list.html?goto_page=2&PID=expert, 2017. 5. 30 방문).
1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내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
의한 결과에 따라 이양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무가 미이양 상태로 남아있는 점
은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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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은 행정권한의 분산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의 보장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대규모정책이 모든 지역에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고 적정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치의 능률성에도 기여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에게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점, 예산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근접한 관계로 예산의
내역을 잘 파악하여 낭비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분권은 필
요하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역대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
다.12)
따라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관계 부처 사무 및 법률을 일시에 동시 개정하
여 그동안 미이양된 사무의 일시 지방이양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국가정책 방향에도 부합하고, 지방일괄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13)
미이양된 사무들을 모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가칭)지방일괄이양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 개별 법률 규정을 한꺼번에 일괄 개정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자 하였으나,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소관주의 위배) 접수조차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정부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가칭)지방일괄이양법(안)｣의 발의 및 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14)
12) 소관 부처에서 개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사무의 이양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를 일괄이양법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약하다고 하겠지만,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13)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참조.
(http://adminhom.na.go.kr/site?siteId=site000002701&pageId=page000025910&bd_mode=read&bd_
pageNumber=1&bd_searchTerm=&bd_searchKeyword=&bd_recordId=2016120055384, 2017. 5. 30
방문).
14)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
의 위견을 청취한 바 있다(2016.12.7).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법률안 심의권한이 없어 지방일괄이
양법의 심의를 하지 못하고, 현재 2017.6.30일로 활동기한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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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권한 및 사무(광역자치단체에
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사무포함) 중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권한 및 사무에 대하여 관계
법률 규정의 일괄개정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보면,15) 총 19개 부처, 102개 법률, 615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116개, 국토교통부 110개, 환경부 85
개 등으로 3개 부처 사무가 311개로 전체의 50.4% 차지하고 있다. 사무의 배분을 보면,
총 615개 사무 중 557개 사무(90.4%)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59개 사무(9.6%)는 시․도에
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무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가 369개
로서 59.9%에 이르고, 새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247개(40.1%)로서, 법안의 상당
한 부분이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무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각종 인․허
가, 검사․명령, 신고ㆍ등록, 과태료 부과 사무가 521개로 전체 615개 중 84.7%를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지방일괄이양법의 의미를 도출해 보면, 가장 큰 의미는 기관위
임사무의 축소에서 찾을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서 수행하는 사
무이기 때문에 지방은 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으면서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은 부담
하게 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이 학계 및 실무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
다. 따라서 지방일괄이양법안을 통해 상당한 부분의 기관위임사무를 축소할 수 있으므
로,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확대해 주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16)
지방이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무들은 특히, 지역적 특성 및 다양성을 적극 반
영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무, 긴밀한 초동대응이 필요한 사무,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무,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관계된 사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현지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필요한 사무,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한 사무 등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무들을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적‧탈법적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가 가능해져 지
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제
15)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부자료.
16) 김수연, 지방일괄이양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지방행정 제66권 760호(2017)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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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가 축소되고 사무 처리의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 등 전반적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를 기대할 수 있다.17)

2.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18)
(1) 자치와 분권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
선하여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자치
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
련도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한 ｢지방자치법｣ 및 관계 규정의 개정방안을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향으로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염두에 둔
다면, 자치입법권의 확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대 등
으로 연결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협력관계로의 전환
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있는 표현이나 제도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법｣의
목적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
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상호간)19) 대등한 기본
관계와 상호 협력원칙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함”을 ｢지방자치법｣의
17) 김수연, 위의 글, 39쪽.
18)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수연,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지방자치법의 개
정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2016.6), 306쪽 이하 참조.
19) 현행 헌법과 법률의 표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이나, 장래 지향점으로서 “지방정부”라는 용어
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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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무의 구분을 재정립하여 사무배분의 원칙을 도입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정리하
여 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재편, 국가의 사무이지만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
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제의 도입, 조례 제정권의 확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자치재
정권의 강화,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 표현 개선, 자치조직권의 확대, 중앙정부의 지방정
부에 대한 관여 한계 설정 등을 개정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약에서 명시한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
항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치조직권의 확대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헌법의 해석에 의해 지방정부
의 ‘조직고권’으로 인정되고 있다.20)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중앙정부에 의존,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13조(직속기관), 제114조(사업소), 제115조(출장소) 등 이들 조
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것은 결국 근거만 법률에 두고 실제는 중앙의 행정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조직권을 대부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21)22)
20)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8조 제2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차원에서 지
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을 구성할 권한, 즉, 조직고권(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
다. 이 조직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서 자치행정을 실시
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고, 이러한 조직
고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은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헌재 2005헌라7).
21) 강기홍,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2015), 251쪽.
22)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구찰-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2014), 17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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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
실․국․본부 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이 조직․인사권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23) 예를 들어, 동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제1항은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
표 1]은 실․국․본부의 수를 서울특별시는 16이상 18개 이하, 광역시는 인구를 기준으
로 5개 단위로, 도는 경기도 및 인구 기준으로 3개 단위로 분류하여 각각 14개 이상 16개
이하, 13개 이상 15개 이하 등 순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 운용을 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행정수요 증대, 지방정부 역할다변화에 따른 부단체장 역할을 강화하고, 각
지방정부의 인구와 규모, 지역사업 등을 반영한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24)
따라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수요와 특
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행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조직운영의 원칙적 사항에 관한 규정만을 남기고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삭제하는 것
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3) 생산적인 지방의회 제도 마련
공약은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의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
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하부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지
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입법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보좌관제 도
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1절 조직 부분에 신
설 조항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25) 그러나 공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정책보좌관제의
2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내지 [별표 7] 참조.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을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있는 시각도 있으나(전훈, 지
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2호(2012), 163-165쪽
참조),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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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 밝히지 않고 ‘전문인력의 확충’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제3항은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5]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의 직급 및 정수기준에 의하면, 지방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최저 20명이하의 지방의원 정
수를 가진 지방의회는 총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지방의원의 정수가 13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3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인
원 내에서도 각 4급의 인원과 5급 이하의 인원까지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
치제도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이 필요한가에 관해
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까지 대통령령
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삭제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
방의회의 조직․구성․권한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내부적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
다.
조례입법권의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률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조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위 법률의 제․개
정에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요청, 개입하여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26)

3.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관계 법률의 개정
(1)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지방이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고 실현할 재정이 없다면
정책결정권은 유명무실하다 할 것이다. 결국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귀결된다.
25)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
다.
26) 김수연, 앞의 글(주 16),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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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7.5: 2.5이고 재정지출은 중앙이 40%, 지방
이 60%을 집행한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27) 이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재원이 부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의존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
미이다. 지방의 재정에 관한 권한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
을 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의 재정분권은 자율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문재인대통령은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국세-지방
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이하로 축소,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 현실화 등 지방
세제 개편을 제시하고,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율 상향 및 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이양, 통폐합 등 국고보조사업 정비, 실질적인 포괄보
조금제도 도입을 명시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지출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축
제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
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을 확대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러한 공약들은 모두 지방이 희망하는 방향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있
다.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
율을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는 내용은 없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 제도 개선”
도 지방교부세율을 몇 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국고보조사업
정비의 방안도 지방이양, 통폐합 등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2) 재정분권 공약실현을 위한 관계 법률
재정분권 관련 공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개정
27) e-나라지표 홈페이지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재원 규모” 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3) 참조(2017.6.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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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법률의 개정은 일부나 순차적으로 따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구조의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동시에 개정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개선의 방향과 내용, 목표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률의 개
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 법인세나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등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수준으로 조
정하고, 현재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9.24%이므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에 의해 줄
어드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22% 정
도로 인상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중복사업과 같은 일부사업은 지방이양,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저 수준의 복지 보장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환원 등으로 정리하
는 방안 등 종합적 지방재정 체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별법의 개정작업을 검토하여
야 한다.28)
공약을 기준으로 필요한 개정 법률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세목 및 세율조정을 위해서
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적어도

6:4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 중 일부로 지방소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
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 내지 22%로 조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지방소비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72조의 개정 및 ｢지방세법｣ 제69조의 개
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
법｣, ｢지방교부세법｣의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
방이양이 부적절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환원 또는 국가지원 확대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별표 1]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보면, 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
28) 지방재정 분야 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지역언론인클럽 초청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2017.4.11) 자
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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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은 121개 사업에 불과하고,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보조율은 몇%인지 조차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대상 사업들도 기준보조율
을 선정한 기준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29) 따라서 이러한 국고보조사
업의 정비를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른 분류와 정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입법적으
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대상범위와 보조율을
시행령 그것도 별표에서 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유사 성격 사업의 국고보조 기준율을
정하여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고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증
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의 조정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
득세법｣ 제55조와 ｢지방세법｣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하
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등의 동시 개정이 필요한 사
안이다.

4.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
(1)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확대
공약에서는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로서, 주민발의권의 실
질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광역‧기초단위의 인구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주민투표발의 주체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주민소환 청구요
건과 투표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주민규모와 관계없이 주
민총수의 1/20～1/5라는 투표청구권 규정을 완화하고 세분화하여 1/3투표요건을 완화하
겠다고 제시하였다.
주민발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로서, 19세 이상의 주민
29) 2015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900여개 사업에 이르고 있고, 예산 규모도 2016년 46조원에 달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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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
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제도이다. 공약의 내용은 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재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주민투표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
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약의 내용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
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1/3의 투표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사항은 공약집의 내용이 요약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일정부분 모호하기는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1/3의 요건이 문제되는 부분은 ｢주민투
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서 제1항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
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는 부분과 같
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
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체 투표수가 주
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의 내용
을 각각 완화하거나 최소한 주민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투표”라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주민투표의 통과여부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주민투표의 유효성,
개표 여부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주민투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투표제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소환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별도로 ｢주
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민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주민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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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의 20%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소환투표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된다. 이러한 주민소환의 요건 중에서 어떤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의 내용은
명시된 바가 없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거나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출
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의 요건은 해당 공직자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된 공
직자라는 측면에서, 투표한 주민의 신임이 무의미해지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에
근거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이 없는바, 이를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하
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적용하여 주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재정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 확대하여야 한
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명확
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동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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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현행 시행령 규정에 없
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대상사업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하는데, 어떤 사업이 지
방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은 엄밀하게 보면 지방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침해논란
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규정의 신설은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한편, 국가예산 국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고, 이를 새로이 도입하겠다
는 취지이므로, 이것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반영할 사항이고,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
여예산제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Ⅴ. 맺는 말
전례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촛불민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19대 대통령이 선출
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다. 신정부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고, 강
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점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에도 반영되어 있고, 최근 대통령의 언사에도 명확히 드러났다.30)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공약에서 밝힌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비롯하여 상당한 입법적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부 공약에
서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 법률의 정확한
개정방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에서 제시할 개헌안
에는 지방분권 사항이 반영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의
30) 이는 지난 6월 14일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명확하게 밝힌 사항이
다.(조선일보 6.14일자 기사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4/2017061401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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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의 개정, 지방재정 관련 법률들의 종합적․동시적
개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일부 법률의 소극적 개
정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제․개폐까지 고려하는 다각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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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新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31)이

상 학*

민선자치가 시행 된지 20여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지방분
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
다. 지난 정부도 2014.12.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
해 왔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번 정부도 지방분권에 의욕을 보이고 있
지만 산적한 대내외적 경제, 외교의 국정현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느낌입니다. 당
연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지방분권이 불가결한 요소인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
니다.
오늘 발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현 정부의 지방자치 공약1)의 공법적 과제를 치밀
하게 정리 분석한 것으로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향후 입법과 정책입안에 귀중한 자
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제자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본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서: 지방분권 개헌 일반
(1)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논의는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정부형
태의 변경 내지 중앙권력 구조개편의 문제에 경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SNS 등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1) 이하에서 공약은 현 정부의 공약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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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을 통한 신 직접민주주의가 등장함으로 인해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소명이 아닌
가 생각된다.

(2) 공약 상 개헌의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
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일면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은 이론적인 모순점도 나
타난다. 즉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동일하지만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큰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이 표출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자체간 재정적 우열
이 심화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의도와는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에는 역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와 중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양자
를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자치입법권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조항의 위헌성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설 내지 중요사항유보설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정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독일의 경우 연방법률 뿐만 아니라 주(州) 법률도 여기의
법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독일은 자치입법권이 우리보다 더 넓게 보장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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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2) 우리나라와 다른 연방제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독일의 주(州)에 비해 자치입법권이 적잖이 제약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자치조직권
헌법 제118조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식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조직법정주의).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이에 해당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장을 직선으
로 할 것인지, 자치단체장을 독임제로 할 것인지 합의제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다양한 실
험과 지역특성의 반영이 요구되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바, 일률적으로 법률에 유보시
키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한 이유에서인
지 공약사항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를 역으로 말하
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 소속되어 계신 발제자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 및 양 기관의 관계정립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여
쭙고 싶습니다.

2) 공약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地方)
政府의 개념에는 최소한 행정과 입법을 포함한 통치 기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하여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독일의 경우 각 주(州)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가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는 단순
비교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할 부분은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독일의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Gemeinde)의 평균 주민 수는, 도시로 이루어진 브레멘, 함부르크, 베
를린 3개 주를 제외한 기타의 13개주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 559명(라인란트-팔츠 주)
에서 최대 7,778명(헤센 주)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16개주의 평균은 1,719명인바, 인구수의 측면에
서 한국의 읍, 면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게마인데는 주의회나 연방의회와는 달리 실질적인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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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재정권
(1)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권은 공허한 장식에 불과하다. 현행 헌법상
으로는 지방재정에 관해 아무런 지침을 정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
주재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참
고로 독일은 기본법 제109조 제1항에서 “연방과 주는 예산운영에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
적이다.”고 선언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령 상으로,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3)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연방
과 각 주의 기본법 자체에서 이른바 이러한 견련성 원칙(Das Konnexitätsprinzip)4)을 규
정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 기본법 제104a조 제2항은 “연방이 업무를 위임해 주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지출을 부담한다.”고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은 연방정부의 책임
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州)의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이 야기된 경우에 그러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
정을 분담하거나 비용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5) 이처럼 독일은 우리나라가 법
3)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2
조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
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4) 공법영역에서의 견련성이란, 연방과 주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을 각자 부담하되, 연방이 주에게 위임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연방이 재정보전(비용상환) 또는 적어
도 비용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 자치단체들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동일한 원리가 적
용된다.
5) 대표적으로 라인란트-팔츠 주의 헌법 제49조. 제5항: “주(州)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연합
에게 제4항에 따라 공공업무의 수행을 위임하거나 또는 기존의 업무나 새로운 업무의 수행에 특별
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주(州)는 동시에 비용충당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재정조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업무의 수행과 의무의 이행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
치단체연합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재정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항: “주(州)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연합에게 그들의
고유한 사무와 위임된 사무들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조정(Lastenausgleich) 및 재정조정
(Finanzausgleich)의 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주(州)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연합에게 그들
의 재량에 따른 공공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유한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는 수입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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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
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한편 발제자께서는 현재 7.5: 2.5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향후 6:4수준으로 조정
해야 한다고 하셨다.6) 그리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 정도까지 높
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7)
다만 자치재정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
치단체에 자율적인 재정운영권을 부여했을 경우, 지역특수성을 살린 맞춤형 예산운영으
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치적사업, 선심성 사업비 남
발과 같은 방만한 경영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자치단체 내부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EU국가들
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헌법상으로 균형예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8)

5.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사무로의 이양
(1) 현행 법령상 사무구분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상으로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제

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9)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6)
7)
8)

9)

한편 바이에른주 헌법 제83조 제3항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의 비율은 독일 50:50, 일본 57:43이다.
참고로 지방소비세의 경우 독일 47%, 일본은 25%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은 제10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연방과 각 주는 예산운
영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다.” 제2항: “연방과 각 주는 유럽연합의 창설을 위한 조약 제104
조에 의한 재정규율을 위하여 마련된 각종의 법적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공통의 책임을 준수하고 이
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전체 경제상황의 균형을 고려한다.” 제3항: “연방과 각 주의 예산은 국가부
채의 차입이 없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과 각 주는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경
기과열이나 경기침체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재해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등에 있어 필요한 예외규정을 발할 수 있다. (...); 물론 우리의 경우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22조에서 건전재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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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이양시 기관위임사
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편제한다고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11조의 내용은 향후 이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우리나라도 수년전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벤치마킹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
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출된바 있었다. 물론 일본의 법정수탁사무가 완
전히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 궁극적으로 법정수탁사무는 자치사
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에 있어 법정수임사무
도입의 논의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기타
(1)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도입10)과 관련하여 공약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
다. 이에 의하면 광역단체장은 경찰권 까지 갖게 되어 권한이 더욱 강력해지고 견제수단
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제도
공약에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지역감정이 많이 희석되었다고는 하
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
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10) 현행 헌법상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즉,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
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주민복지 실
현과 재산관리인데, 고권적 경찰작용을 주민복리에 포섭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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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제도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는 없는지 고민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7. 결: 지방분권 추진 방향
향후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
다. 즉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도
권의 인구집중,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이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방분권추진을 함
에 있어 이런 변수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모쪼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
보되는 지방분권의 안착을 통해 지방이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견인되기
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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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新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11)방

동 희*

‘문재인 정부는 소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
다.’ 등의 지난 대선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지방자치에 매우 강한 드라이
브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섰던 지난 정부들 모두, 출범 초창기에 “지방자치”를 매우 큰 아젠다로 삼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보장과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지만, 막상 대통령 임기 중반이후로 가면서, 중요 아젠다에서 제외되고
형식 논의, 보여주기식 논의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과거정부에서 그렇게 주창했던 ‘지방자치의 보장과 실현’ 이 여전히 현 정
부에서도 역시 대표 아젠다로 머물고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 - 과연 그동안의 ‘지방
자치의 보장과 실현’이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 이러한 문제를 재차 확
인하고, 다시는 이러한 형식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
정한다는 차원의 논의를 뛰어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과 의의를 정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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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헌법의 개정을 통해 실현하려 한다는 차원에서, 이전 정부에서의 지방자치 보장 및
실현 논의와는 방법과 질에 있어서 차원과 괘를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 비교공법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법적 논의’
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동반한 자치권 확보의 방법론 그 자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자치 공약 전반을 우리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이
론적 틀 안 놓고 공법학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시도한 김수연 박사님의 발제문
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칫 행정학의 실용적 잣대에 의해서, 자치권
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제도설계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으로서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발제문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
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설계와 개선의 기초도
당연히 헌법과 행정법, 특히 지방자치법학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그간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간하여 제도평가와 설계가 이뤄져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로 본 발제문은 새로운 정부의 지방자치공약을 공법학의 세
부 틀 안에 놓고, 헌법과 행정법학의 각 법리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공약을 비판하고 평
가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서의 의의도 매우 깊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발제문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
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넓게 쓰이는 용어가 ‘연방제 수준의 지
방자치’입니다. 발제자도 본문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라고 언급하고 계시는데,
과연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또는 분권화’는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입법분권(입법자치), 사법분권(사법자치)
도 염두하고 계신건지? 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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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자께서는 헌법상 ‘지방정부’라는 편제의 신설을 언급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를 ‘지방정부’의 용어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로의 개칭은 자치권의 법리에서 판단해보면, 독립의 법인격
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개체성을 부인하고 하나의 행정영역을 담당하는 기구 내지
는 기관 수준으로의 위상의 하락으로 자칫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강화 내지는 보장이라는 측면
에서 오히려 자치권의 축소 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을 강조하시면서 자치사무에 있어서
법령의 과도한 제정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자치사무에
관해서 조례와 법률의 충돌이 있는 경우, 조례의 우위를 인정하고 법률의 효력을 부
인하는 경우를 용인하시는 것인지? 즉 전통적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입각
한 법률우위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신지? 여쭙고 싶습니
다.

(4)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계층과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계시는
데, 명확성이나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는 유익이 있다고 사료되나, 헌법의 경성성으로
인하여 계층과 종류의 신설 및 변화 – 특별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적 고려가 더 많이 작용했다고 사료되는데 –를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5) 제2국무회의의 신설에 관하여 발제자께서 피력하시는 현행헌법의 국무회의 체계에
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지위와 위상으로 설계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동의드리면서, 다만 그 명칭을 굳이
제2국무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부합하는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필자께서 제시하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명칭
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현행 헌법의 정부편제 안에 제2국무회의를 위치시키면 정부
의 소속기구로서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내지는 자치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
어진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정부조직법 내지는 제2국무회의규정을 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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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가의 한 소속기구에 불과한 조직이 되는 바, 국가와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로
서의 위상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6)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해서는 발제자께서 비판하시는 중앙 소관부처에서 지
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이양결정에 따르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 결국 지방자치발
전위원회의 사무이양결정의 기속력의 명시, 기속력의 확보수단, 추후 입법과정에 있
어서의 특별절차의 마련 – 특별위원회의 발의권 부여 – 등 이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조례
로 위임하는 방안도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동의합니다만 우선 지방재정의 자립도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현 제도 중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감안하여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일정정도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래왔듯이 지방자치제도의 설계 및 개선에 있어서 법학자가 두루
참여하지 못한 탓으로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 즉, 실용론 내지는 도구
론적 관점에서 - “자치권의 확보와 보장”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그릇
된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법학자의 중대한 임무이고,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권의 기초적 법리에
근거하여 설계되도록 근거와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 학회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공약을 공법학의 틀 안
에서 평가 비판한 본 발제문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 지방자치공
약에 관하여 공법학의 틀과 관점 및 기준에 의거해서 비판적으로 고찰의 기회를 주신 발
제자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