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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함)는 그 직무 중 하나로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인 방식으로 조사･분석하여 답변하는 업무(이하 ‘입법조사회답’ 또는 ‘조사회

답’이라 함)를 수행하여 왔음

◦ 2019년 한 해 실시된 조사회답 건수가 6,000건을 넘은 것에서(2007년 개청 이래 누적 건수 65,000

건 돌파) 볼 수 있듯이, 조사회답은 조사처의 주요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조사처는 조사회답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1)
 

◦ 조사회답은 국회의원과의 주관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입법 관련 내부검토자료이기 때문임

◦ 반면 조사처는 객관적인 연구 내지 정책 현안을 다룬 발간물들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왔음

 그런데 최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조사회답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 건의 정

보공개청구 및 이에 관한 행정심판이 있었음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6월 27일 조사처에 제19대 내지 제20대 조사회답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

으나 조사처로부터 조사회답의 비공개를 정한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이에 불

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으로, 같은 해 8월 27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로

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의 경우에는 공개하라는 취지로 재결함2)

◦ 조사회답이 송달되고 1년 이상이 경과될 경우 국회의원의 정책결정과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서 비

공개에 따른 이익이 감소하고,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가 활성화되며, 국민

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10월 8일 조사처를 상대로 위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으로, 2020년 2월 19일 국회사무처 행정

심판위원회는 위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한 취지에서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의 

경우에는 공개할 것을 재결함3)

 이 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조사처의 조사회답 업무의 기밀성 사이의 논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회답 업무의 특성과 현행 법체계, 미국의회조사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조사회답 기밀유지 원칙을 지키

고 있는 이유, 조사회답의 공개시 발생할 법적 쟁점과 향후 개선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1)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주요업무’ 참조  <http://www.nars.go.kr/contentView.do?cmsCd=CM0068>.

2)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19-111), 2019.8.27. 

3)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20-26), 2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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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조사회답의 특성과 현행 법체계

1.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조사회답의 개념

가. 조사처의 기능과 직무수행 원칙

 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3월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임4)

◦ 조사처는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조사･분석하여 답변하는 ‘입법조사회답’과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의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

거나 논의될 것이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

능 지원’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기능을 수행함5)

 조사처는 1) 전문성, 2) 중립성, 3) 적시성, 4) 기밀성, 5) 정확성을 원칙으로 직무를 수행함6)

[그림 1]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수행원칙

나. 보고서와 조사회답의 차이

 조사처의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조사처가 능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한 자료로서,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간됨

4) 「국회법」 제22조의3,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조 내지 제10조 참조.

5)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및 조사처 홈페이지 ‘주요업무’ 참조  <http://www.nars.go.kr/contentView.do?cmsCd=CM0068>.

6) 해당 내용 및 이하 도표는 조사처 홈페이지 ‘직무수행원칙’  <http://www.nars.go.kr/contentView.do?cmsCd=CM0069>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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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조사처는 입법･정책보고서, 입법영향분석보고서, NARS 현안분석, 이슈와 논점, 외국입법 동향

과 분석,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지표로 보는 이슈, 국정감사 이슈 분석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7)

 반면 조사회답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분석한 자료로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요구자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함

◦ 현재 조사처는 간략회답, 상세회답 등의 방식으로 회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시 구두회답 내

지는 대면보고도 활성화하여 시행하고 있음8)

다. 보고서의 공개성과 조사회답의 기밀성

 조사처의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간행물’에 해당

하고, 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간하고 있음(공개성)

 반면 조사회답은 이하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있음(기밀성)

|표 1|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근거규정과 공개여부

유형 구분  근거규정 공개여부

보고서

입법･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5호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

○

(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영향분석보고서

NARS 현안분석

이슈와 논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지표로 보는 이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조사회답 조사회답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제1호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처리규정」 등

X

(의뢰주체에게만 한정하여 

공개)

2. 조사회답 기밀성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가. 조사처 직무수행원칙으로서 기밀성의 의미

 의회조사기구의 ‘기밀준수의무’는 여당이나 야당을 벗어나 중립적인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조사회답의 공

개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예방하고, 아직 입법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조사요구의 주체

인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입법계획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7) 조사처 홈페이지 ‘주요업무’ 참조  <http://www.nars.go.kr/contentView.do?cmsCd=CM0068>.

8) 조사처 홈페이지 ‘주요업무’ 참조  <http://www.nars.go.kr/contentView.do?cmsCd=CM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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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 의회의 입법지원기관 대부분이 기밀준수의무를 채택하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도 모든 의원들의 조사요구는 엄격

한 기밀성(strictly confidential basis)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9)

◦ 영국의회 하원도서관은 조사서비스(Research Service)의 기능에서도 ‘기밀성’(confidentiality)을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적시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조사

관들에게 의회 의원을 대신하여 기밀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0)

◦ 일본 국회도서관의 조사 및 입법고사국(調査及び立法考査局)도 임무수행에서 조사상의 기밀성을 준

수함을 강조하고 있음11)

◦ 독일 연방하원 학술지원처는 기관의 업무지침을 통하여 조사회답 요구권자의 성명에 대한 기밀성을 

규정하고 있음12)
 

나. 기밀성의 정책적 함의

 조사처의 직무수행원칙에서 ‘기밀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조사처의 근원적 성격이 의회를 위하여 독점적으

로 일한다는 원칙, 즉 ‘의원들에게만 한정된 공개원칙’에 따르는 미국의회조사처의 핵심가치를 그대로 이

어받았기 때문임13)

◦ 조사처는 국회입법지원기관으로서 철저하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된 임무로 설립

된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의 질의에 대한 사항이나 조사회답의 내용은 입법자들이 원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또한, 조사처의 직원은 기능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의 확장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14) 조사회답의 기밀성은 

국회의원실 내부의 논의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짐

◦ 기관지원으로서 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에 대한 기밀성 의무는 각 의원실의 보좌진 활동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조사처에 어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어떠한 답변이 제공되었는지

에 대하여는 의원실의 보안사항과 동등한 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할 것임

9) 유럽의회조사처 홈페이지 <https://www.europarl.europa.eu/EPRS/EPRS%20general_EN.pdf>.

10) Houses of Parliament, Parliametary Research Handbook, 2017, p.17.

11) 일본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dl.go.jp/jp/diet/service/index.html>.

12) 독일 연방하원 학술지원처 업무지침 제1.5조(Leitfaden für die Unterabteilung Wissenschaftliche Dineste §1.5.), 2019.2.18., 국회입법조

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brdList.do?cmsCd=CM0048>의 기타자료 179 출장보고서에서는 독일 연방의회 학술지원처의 회답서

가 4주의 유예기간 후 모두 전면공개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독일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사항 여부, 의원의 조사회답요청 단계에서 비공개 요

청 여부, 작성자의 비공개 사유 판단 여부 등 다양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국회입법

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독일 베를린 출장보고서, 2019.10.1., p.12 참조.    

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ngressional Policy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CRS Written Products to the Public”, 1999.3.9.

14) 앞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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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회답 공개 관련 현행 법체계

가. 조사처 조직 및 직무와 그 특성에 관한 규정

 「국회법」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

처를 두며, 위 4개 기관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 이에 따라 마련된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은 이 법들에서 규칙으로 정

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음(「국

회도서관법」 제1조, 제12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조, 제11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조, 제10조) 

◦ 한편, 국회는 헌법에 근거한 국회규칙 외에도(헌법 제64조 제1항), 국회의장이 제정하는 국회규정과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소속기관의 장이 제정하는 국회내규 등 다양한 형식의 국회규칙 하위법규들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법」은 국회의장 소속하에 조사처를 두고, 그 직무를 ①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

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②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③입법 및 정책 관련 자

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④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⑤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

공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회입법조사처법」 제2조, 제3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2조(지위)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법」 제9조는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

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정보공개 관련 국회 규정과 조사회답의 비공개 규정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일반 규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국

회정보공개규칙」(이하 ‘정보공개규칙’이라 함), 「국회정보공개규정」(이하 ‘정보공개규정’이라 함)을, 조사

회답 정보공개 관련 특별 규정으로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이하 ‘회답업무 처리 

규정’이라 함)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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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

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 별표 2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예시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분석 요구한 사항 및 그 회답 자료를 명시함

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6조의2 관련)

(1. 내지 4. 생략)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중략)

 o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분석 요구한 사항 및 그 회답 자료

◦ 아울러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14조는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같은 규

정 제15조제1항은 회답 내용의 원칙적 비공개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해당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답내용의 비공개) ① 회답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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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회조사처(CRS)의 서비스와 기밀유지정책

1. 미국의회조사처의 임무와 업무수행원칙

 미국의회조사처는 「1970년 미국연방의회재조직법」(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을 통해 

미국의회도서관 소속 ‘입법참고실’(Legislative Reference Service)을 확대 개편하면서 의회의 연구･조

사를 위한 핵심부서로 기능하도록 설립한 조직임

 CRS는 정부와 대등한 부처로서 입법, 대의 및 감독의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조사, 분석, 

정보 및 기밀상담(confidential consultation)을 제공하기 위한 임무과 함께 최고 수준의 조사･분석기관

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15)

 미국의회의 CRS를 규정한 미국법전(US Code)에서는 CRS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16)

◦ 상원과 하원의 각 위원회와 양원 합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관할권 이내의 입법제안이나  행

정부처에서 의회에 제출된 건의사항들에 대한 분석,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자문함

◦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 현재의 회기에 종료해야 하는 각 위원회 소관 프로그램 및 활동 목록을 상원

과 하원의 각 위원회와 양원 합동위원회에 제공함

◦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 위원회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주제 및 정책 목록을 상원과 하원의 각 

위원회와 양원 합동위원회에 제공함

◦ 각 위원회, 상원과 하원, 양원 합동위원회의 요청이나 요청의 예상에 따라 자발적으로 입법 관련 데이터를 

연구보고서, 보고서, 편찬서, 요약서, 회보, 색인, 번역문 및 기타 형태로 수집, 분류 및 분석하여 제공함

◦ 각 위원회, 상원과 하원, 양원 합동위원회의 요청이나 요청의 예상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들의 입법 및 

대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조사 및 참고자료 및 입법서비스를 준비하여 제공함

◦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일반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가진 법안과 결의안들의 요약문을 준비함

◦ 위원회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청문회가 결정된 한 가지 이상의 입법안에 관한 요약문서

(concise memorandum)를 작성하여 전달함. 이 문서는 법안의 목적과 효력, 과거 제출된 유사한 

취지와 효력을 가진 법률안, 그리고 그러한 법안과 관련하여 과거 의회에서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함

◦ 이 조항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와 조사능력을 유지･발전시키고 선임연구원, 연구원, 기

타 직원 및 필요시 자문인력을 포함시킴

◦ 「2018년 입법부세출법」(Legislative Branch Appropriations Act, 2018)에 따라 정보 및 기술지

원을 제공함

1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8”, p.3.

16) 2 USC §166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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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S의 직무수행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1) 기밀성, 2) 객관성, 3) 중립성(비당파성), 4) 전문성, 5) 적

시성임17)

◦ 우리 입법조사처의 직무수행원칙은 1) 전문성, 2) 중립성, 3) 적시성, 4) 기밀성, 5) 정확성인데, 이는 

CRS를 모델로 조사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CRS의 직무수행 핵심가치를 참고한 것임

 CRS 직무수행의 핵심가치에서 첫 번째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기밀성’(confidentiality) 원칙은 의원과 

위원회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 공개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함

◦ 기밀성 원칙은 미국헌법 제6조(Section 6)의 발언과 토론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채택된 상원 결의안 

등에 의해 보장되다가 2018년 통합세출법 제154조에서 의원의 요청에 응답하여 작성된 조사회답의 

비공개 취지가 명시되어 법률 차원에서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됨

2. 미국의회조사처의 기밀유지정책의 구체적 내용

 CRS 직원은 항상 의원과 기밀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CRS에 접수되는 개별 및 모든 질의는 기밀관계의 일부임

◦ 의회의 질의의 출처나 내용, 그에 대한 회답은 서면, 구두 또는 전자통신의 방식으로 의회의 다른 사

무실, 대중, 언론이나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부서장(Assistant or Associate Director)이나 부처장(Deputy)과 심의관실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대중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18)을 위한 기밀성 의무의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음

 CRS는 의회 직원의 연장선상의 기관으로 간주되며, CRS의 입법지원업무는 의원이나 의회직원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미국헌법상 ‘발언이나 토론에 대한 면책 조항’(Speech of Debate Clause)에 의하여 철저하

게 보호되고 있음19)

◦ 1980년대와 1990년대 상원법제실(Senate Legal Counsel)의 CRS 문건에 대한 소환장

(subpoenas)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성명서(testimony)와 상원 결의들20)이 이어진 바 있음

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8”, p.3.

18) 대중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이란 예컨대 변호사, 잠재적 미래 고용주, 직업상 관련자, 전직 CRS 직원 등을 말함(앞의 주).

19) Congressional Research Sevice, Policy on Confidentiality, 2015.9.22. 발효. 관련 판결로는 Matthew R. Walker, “Constitutional Law: 

Narrowing the Scope of Speech or Debate Clause Immunity”, 68 Temple L. Rev. 377 (1995). Robert J. Reinstein and Harvey A. Sil

verglate, “Legislative Privilege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86 Harvard L. Rev. 1113 (1973). United States v. Brewster, 408 U.

S. 501 (1972); Gravel v. United States, 408 U.S. 606 (1972); Hutchinson v. Proxmire, 443 U.S. 111 (1979), Doe v. McMillan, 412 U.

S. 306 (1973). 

20) 1980년 CRS 서면산출물의 출판에 관한 미국의회의 정책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의회용으로 특별히 준비된 CRS 자료의 유통은 의회로 

제한된다는 미국의회 정책과 의회의 개별 의뢰인을 위한 CRS 업무의 장기적인 기밀유지 정책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CRS와 그 

감독위원회들은 오직 비용과 산출물의 내용의 측면에서 대중으로의 공개가 의회에 대한 CRS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CRS 산출물들의 출판만을 고

려하여야 한다.” 이 상원결의안은 연방통상위원회 행정법 판사의 “석유산업과 정부정책에 관한 논의를 담은 CRS 서류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장(FT

C 절차에 관계된 석유회사를 대신하여 발급한 소환장)”과 관련하여 상원법률심의관(Senate Legal Counsel)에게 상원과 CRS를 대표할 것을 지시

하였다. 결의안은 “CRS와 의회 위원회 위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입법절차의 필요불가결한 일부이며 헌법상 발언이나 토론에 대한 면책조항에 따

른 특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Pub. L. 105-55, 111 Stat. 119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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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언들과 상원 결의안에서는 의회와 CRS 직원의 기밀관계, CRS 직원과 업무에 대한 헌법상 ‘발

언이나 토론’에 대한 면책 적용, CRS와 의원 및 위원회 간 소통의 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음

 의원들을 위한 기밀회답서, 브리핑 자료, 실제 이메일 회답, 구체적으로 준비된 자료는 오직  질의자에 의한 

명백한 허가를 조건으로만 다른 의원에게 공유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의회의 질의자가 CRS에 특정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CRS가 그 특정 의원에게 맞춤형 회

답서를 제공하는 경우 이전 질의자의 명백한 허가 없이는 다른 의원에게 공유될 수 없음

 그러나 회답서나 다른 서면자료의 내용이 다른 의회의 질의요구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표시하는 경

우에는 그 회답서나 서면자료는 재사용될 수 있음21)

◦ 예를 들면 “이 회답서는 의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른자료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기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될 것입니다.” 등으로 표시하는 회답서나 서면자료는 공개

할 수 있음

 또한, 특정한 유형의 분석회답이나 정보회답은 의회 질의자 누구에게나 중복하여 제공될 수 있음

◦ 이러한 회답의 내용은 단순한 입법비교나 정부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말함

◦ 그러나 의원의 신원, 기밀, 요청사항이나 맞춤형 회답서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용도

가 의심스러운 의도된 분석이나 다른 의원을 위한 정보요청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국에 상담을 요청

하도록 하고 있음 

 서면자료를 작성하거나 특정 의회 인사와 상호 소통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밀임22)

◦ 기밀성 의무는 질의를 요청한 의원이나 위원회의 의원들에게도 적용됨

 기밀성 의무는 CRS 직원들이 다른 의원, 정부부처나 공무원 또는 대중이나 미디어에 대하여 특정 의원이

나 위원회를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 의원이나 위원회가 CRS가 작성한 기밀문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은 다른 의원에게 문건의 복

사본을 제공할 수 없음

 직원들은 다른 정부부처나 공무원, 미디어나 사회의 미디어 사이트들, 컨퍼런스나 발표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의회의 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여서는 안됨

◦ 더욱이 직원들은 의회에서 CRS에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의

회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됨

◦ 또한, 정보가 CRS와 의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야기될 수 있는 의회

의 질의에 대하여 공개하면 안됨

2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olicy on Confidentiality”, 2015.9.22. p.2.

22) 앞의 주,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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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신문기사, 저널이나 전자미디어, 정부공무원의 진술, 입법행위 등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이슈에 대한 의회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됨 

 한편, CRS 보고서는 오직 의회만을 위해서 작성되지만 기밀회답서와 같은 CRS 업무보다 그 내용은 보다 

완화된 수준의 기밀성을 가짐23)

◦ 따라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발표를 하는 CRS 직원들은 일반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CRS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CRS의 기밀 정책의 위반이 아님

◦ ‘CRS Reports’나 ‘Insights’ 등 의회를 위하여 CRS가 출간한 보고서는 오직 CRS 기밀유지정책에 

따라서만 CRS 외부로 배포될 수 있음24)
  

 의회의 요구서나 질의에 대한 회답서 또는 의회질의에 대한 회답을 둘러싼 CRS의 내부절차 역시 공개되어

서는 안 됨25)

◦ 이러한 예로는 의회를 위한 작업을 논의하는 CRS 내부 이메일을 들 수 있는데, 의원과의 대화나 관리

자와 직원간의 대화 또는 직원 간의 대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작업과 관련한 이메일 내용은 개인 이메

일 계정으로 보내지거나 전달되어서는 안됨

◦ 이러한 이메일 내용은 파일공유 사이트로 다운로드하거나 소지가능한 드라이브에 복사하거나 또는 

CRS 외부에 공개될 수 없음  

 현재 ‘Mercury’로 알려진 질의요청관리시스템에 포함된 기록들은 극비로 다루어지고 있음26)

◦ 이 기록들은 심의관실(Office of the Counselor to the Director)의 명확한 승인 없이 CRS로부터 

제거되거나 CRS 외부의 누구와도 공유될 수 없음

◦ 이러한 금지는 기록의 일부가 삭제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3. 미국의회조사처의 기밀조사회답과 보고서 공개원칙

가. 미국의회조사처 발간물 공개에 관한 역사적 변천

 미국 의회는 역사적으로 의회 직원들의 연장선인 CRS는 의회를 위하여 독점적으로 일한다는 원칙, 즉 ‘의회의

원들에게만 국한된 공개원칙’에 따라 CRS의 발간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유보하여 왔음27)

23) 앞의 주.  p.2.

24) 2018년 9월 18일 「통합세출법」 (Consolidate Appropriations Act) 제154조의 개정을 통하여 CRS가 발간한 보고서가 일정한 요건(이하 3. 가. 항

목 참조)을 갖춘 경우 인터넷에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 대한 검색은 CRS 보고서 웹사이트 <https://crsreports.congress.gov/>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공개는 오직 공식적인 보고서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조사회답에 대한 공개는 여전히 비공개정보로 공개되지 않는다.

2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olicy on Confidentiality”, 2015.9.22. 발효, p.2.

26) 앞의 주, p.3. 참조.

2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ngressional Policy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CRS Written Products to the Public”, 

19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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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부터 2018년까지 CRS의 ‘발간’ 행위는 두 개의 의회 감독위원회 중 하나의 승인을 요구한다

는 조항이 「CRS 연간세출법」(CRS Annual Appropriations Acts)에 규정되어 있었음28) 

◦ 이 제한은 입법참고서비스(지금의 CRS)에 적정 기금을 사용하는 미국의회도서관의 발간물에 대한 

일괄적 금지로서 하원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고, 1954년에는 감독위원회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29)를 규정하는 하나의 조항이 추가되었음 

 CRS는 의회의 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자료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배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1952년 회계연도 이래로 매년 「CRS 연간세출법」에 규정된 제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해당 발간물이 하원 감독위원회나 상원 규칙행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예산의 어느 

부분도 발간물이나 자료의 준비(일반법안의 요약은 제외)와 관련한 급여나 경비의 지급, 그 자료의 

준비에 사용될 수 없다.”30)

 기밀유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공개하던 CRS의 발간물은 2018년 3월 23일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제154조31)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고서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이 법에서의 CRS 보고서는 기존에 작성된 CRS 발간물의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1) CRS 보고서, 2) 

CRS가 공개를 허가한 발간물로서 CRS 내부망에서 접속이 가능한 자료로만 한정하고 있고32), 의원

의 요청에 의한 조사회답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통합세출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CRS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의회의 기밀분석이나 조사를 전제로 요청되어 준비되었고, CRS 내부망에 대한 일반 의회의 접속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미국의회조사처장에 의해 기밀 발간물 또는 서비스라고 결정된 모든 CRS 발간물 

◦ 이 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보고되거나 발간된 모든 CRS 보고서 또는 보고되거나 발간된 모든 CRS

가 전용을 허가한 발간물과 전용된 발간물로서 이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CRS 내부망에 대한 일반 의

회의 접속이 불가능했던 자료

나. 현행 미국의회사조사처의 서비스 유형

 현재 CRS의 미국의회에서의 서비스로는 ‘브리핑 서적’, ‘기밀조사회답’, ‘조사관 브리핑’, ‘전화･스카이

프･이메일 회답’, ‘청문회진술’이 있음33)

◦ 브리핑책자(Briefing Books)는 미국의회 사절단의 해외순방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책자로 의

회순방의 특정한 목적을 지원하고, CRS 보고서나 순방국과 미국 관계에 대한 배경이나 현안에 대한 

28) David Mulhollan, “Access to CRS Reports”, CRS Memorandum, 2007.4.18.

29) 여기서의 ‘공개유포’는 CRS 발간물을 일반 대중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말함. Pub. L. 105-55, 111 Stat. 1190 (1997).

30) Pub. L. 105-55, 111 Stat. 1190 (1997).

31) 2 U.S.C. §166a.

32) 2 U.S.C. §166a(a)(2)(A).

3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8”, p.8.



12 NARS 현안분석

맞춤형 회답 및 주요 회의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밀조사회답(Confidential Memoranda)은 우리나라 조사처의 ‘조사회답’과 동일한 회답으로서 

특정한 의회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회답으로, 요청자의 사용을 위해서만 준비되기 때문에 

요청자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는 문건임. 기밀조사회답은 CRS 전체의 분석가와 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조항, 법안이나 정책집행조치의 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문의들에 대한 회답임 

◦ 조사관 브리핑(Staff Briefings)은 의원이나 의회 구성원에 대한 조사관 개인이나 그룹의 브리핑은 

의회질의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맞춤형 회답이며, 브리핑의 초점은 진행 중인 법안, 의회 관련 국내 

및 국외의 정책이슈, 입법과정, CRS 서비스 및 발간물에 대한 의회 운영방식이나 일반적 소개 등임

◦ 전화･스카이프･이메일 회답(Telephone, Skype and Email Responses)은 CRS 직원이 전화, 스

카이프나 이메일로 직접 회답하는 서비스로 브리핑부터 대화식 토론 등 다양한 회답을 제공하는 것

임. 이러한 방식의 회답은 전문지식을 손쉽고 적시적인 방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청문회진술(Testimony)은 CRS 직원이 의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에서 전문

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진술이 가능함

 우리나라 조사처의 조사회답에 해당하는 CRS의 ‘기밀조사회답’은 의회 내 특정 의원이 요청한 질의에 대

한 맞춤형 답변으로 회답자와 요청자가 기입되는 “From: ○○○, To: ○○○” 형식으로 이루어져 서신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됨

◦ 기밀조사회답은 의원이나 위원회가 요청한 것이므로 그 요청주체인 의원이나 위원회를 위해서만 회

답이 가능하고, 그 요청자의 허가 없이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미국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이나 토론에

서의 면책특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됨

 한편, CRS의 서면발간물로는 ‘보고서’, ‘인포커스’, ‘인포그래픽’, ‘인사이트’, ‘리걸 사이드바’, ‘증언’이 

있음34)

◦ 보고서(Reports)는 의회의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분석을 다룸

◦ 인포커스(In Focus)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두 페이지짜리 짧은 자료임

◦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은 복잡한 절차나 주제들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자료임

◦ 인사이트(Insights)는 의회의 관심을 받는 현 주제들에 대한 짧은 분석자료임

◦ 리걸 사이드바(Legal Sidebars)는 법률의 현 단계에 대한 짧은 설명자료임

◦ 진술(Testimony)는 의회의 요구에 응하는 CRS 전문가의 서면진술자료임 

34) 앞의 주,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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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

1. 헌법상 국회의 자율성과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 원칙

 조사회답 공개는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성 및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

 현행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알 권리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국

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음(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35)

 다만,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

난 기본권 보호 내지 헌법원칙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일반인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이론상 이례적이

라거나36) 헌법해석상 표현의 자유로부터 반드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당연히 나온다고는 볼 수 

없다는37) 입장도 있음

나. 국회의 자율성과 규칙제정권

 국회는 자신의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짐38)

◦ 이는 합의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으로서, 국회 외부기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는 의사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미를 가짐39)
 

 국회의 자율성의 예시로, 헌법 제64조제1항40)은 국회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칙제정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국회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국회의 규

칙제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임

 조사회답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위원회 내지 국회의원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공개 여부

는 결국 국회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개 여부의 주체도 국회의원들이어야 함

35)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pp.187-190.

36) 이인호,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p.293.

37) 한수웅, 『헌법학』(제8판), 2018, pp.792-794.

38)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판례집 28-1하, 170, p.190

39) 한수웅, 『헌법학』(제8판), 2018, pp.1190-1192.

40)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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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처의 활동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

로,41) 조사처의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조사회답 내용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사회답의 공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

여 규칙을 제정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조사회답 공개 등의 국회의 내부사항을 결정한다거나, 이러

한 내부사항을 포괄적으로 하부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포괄재위임)은 바람직한 입

법태도가 아닐 것임

◦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기관이 국회규칙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재위임을 받아 하위규정을 만드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회답의 공개 여부는 그 직접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규정 위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임

다.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

 국회의원은 국민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리에 따라 독립적

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

◦ 관련하여 헌법은 제46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음

 조사회답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회의원이 조사회답 의뢰시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되어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가령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조사처와의 내부검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은 관계된 이익집단 내지 단체의 유･무형의 압력에 노출되어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

장받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내부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법원은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

정 과정에서 검토 및 작성된 내용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

로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42)라는 이유

로 해당 자료 등의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따라서 조사회답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

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ngressional Policy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CRS Written Products to the Public”, 1999.3.9.

42)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8399 판결(이 판결은 대법원 2019. 10. 28. 선고 2019두45555 판결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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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조사회답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국회도서관법」, 「국회입법조사처법」  등의 시행규칙에 따른  회답업무 처리 규정은 조사회답의 비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개규칙 및 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 2 또한 조사회답을 비공

개대상정보로 명시하고 있음

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6조의2 관련)

(1. 내지 4. 생략)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중략)

 o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분석 요구한 사항 및 그 회답 자료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함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

정이 기록된 회의록’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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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이는 전문적ㆍ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경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의 검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점, 공개로 인하여 사회적

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

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검토 당사자들 또한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표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비공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음43)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청구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등을 구체적

으로 살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면밀히 비교하여야 함44)

3.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조사처 직무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높으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이 행정부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므로 정책수립 및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더욱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됨 

 회답서 공개는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규정된 조사처 직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 있음

◦ 조사처 직무의 독립성 규정은 입법조사처 및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이해당사자 또는 사회세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의 질의에 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

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조사처와 그 모델이 된 CRS 등 선진의회에서의 입법지원기구들이 주요 직무수행원칙으로 ‘기

밀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43)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

니한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및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 결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신청당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

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44) 이 사건 경위서가 징구된 경위와 과정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경위서

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경위서가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부 감사과

정에서 원고의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경위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상호 면밀히 비교ㆍ교량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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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서 공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처의 5대 직무수행원칙(전문성, 중립성, 적시성, 기밀

성, 정확성) 가운데 기밀성 원칙을 폐기하고, 결과적으로 나머지 원칙 또한 무력화하여, 국회의 입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회답서 공개는 실질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밀성 원칙을 폐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 등이 입법조사관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의한 조사･분석 내용에 관하여 

선호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고, 한편으로 회답서 공개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의식한 방어적 회답서 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립성, 전문성, 적시성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현재 행정부, 사법부에서는 입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여 입법조사회답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정보요구에 협조하고 있으나, 기밀성 원칙이 폐기되어 회답서 공개가 원칙이 되면 행정부, 사법부는 

입법조사회답에 수반하는 정보요구에 대하여 일반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중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에 정보의 질 및 제공 속도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적시성 및 정확

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반면, 조사회답 비공개로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가치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하여 인정되는 것임45)

◦ 입법조사회답은 의원 및 위원회의 입법･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요구에 맞추어 

수행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입법안 또는 국회에서의 의원의 발언으로 공론의 장에 드러나게 됨

◦ 법률안은 발의자･제출자, 입법취지, 주요내용, 법률안의 전문 등의 사항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견

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82조의2,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 또한 국회는 회의공개의 원칙을 채택하여(헌법 제50조, 「국회법」 제57조, 제75조), 소위원회, 본회

의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방청, 보도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함(「국

회법」 제152조, 제149조의2, 제69조, 제115조, 제118조)

◦ 국회의 의안은 누구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상황, 의결 내용, 회의록에 접근 가능함

◦ 즉, 입법조사회답을 통하여 검토된 사항이 의안으로 발전된 경우, 전체 내용의 전 과정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회에

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여러 각도로 논의･결정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할 것임

45) 정보공개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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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조직 내부 통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제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

심판법」상 행정쟁송절차임

◦ 이는 행정내부에서 흠결 있는 행정처분을 스스로 시정하게 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간

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법기능을 보완하며, 간편･신속･경제적인 절차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46)

◦ 헌법은 행정심판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재판의 전심절차(前審節次)이고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을 요구

하고 있음47)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있으며, 이는 행정청에 소

속된 합의제 행정청임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라 함)가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

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조항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임 

◦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으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의 기밀성 원칙을 폐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해당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답내용의 비공개) ① 회답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경우

요구권자가 회답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회답내용이 공개되거나 유출되어 야기되는 논란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공개되거나 유출된 회답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경우

원본이 공개된 자료의 번역물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의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미 해당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국회사무처 소속인 행심위가 국회의장 권한으로 제정된 국회규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효과

를 가져오는 재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논의의 여지가 있음

◦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관할권은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

회(위원장 장관급)48)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49)

46)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6판), 2019, p.645

47) 헌법 제107조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48) 정부24 홈페이지 참조(https://www.gov.kr/portal/orgInfo/1140100)

49)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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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을 보좌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에 설치된 행심위에서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루는 

것 또한 이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국회의장 권한으로 제정한 규정의 효력에 반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은 행정조직의 계층질서 및 국회의장의 권한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음

Ⅴ. 개선과제 

1. 국회의 자율성 및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 원칙 준수

 조사회답의 공개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자율성 및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

행 원칙’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대립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우선해서 보장해서는 안 되고 대립하는 가치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함(실제적 조화의 원칙)50)

◦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일응 긍정될 수 있으나, 국회의 자율성 및 국회의원의 독

립적 직무수행 보장 필요성 또한 동일하게 헌법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느 한 편만을 

우선하고 다른 한 편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움

 국회의 자율성 및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헌법적 가치를 감안할 때, 조사회답에 대한 전면적 공개

는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조사회답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A 의원이 지역구 이익을 대변한 입법을 위해 요청한 질의

서와 그에 대한 회답서를 전체 국민의 알 권리 차원만을 강조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그와 관련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구의 B 의원이 A 의원의 질의서와 회답서가 무엇인지를 

요청할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을 통한 조사처 기밀성 원칙 명시

 조사처의 5대 직무수행 원칙은 국회가 행정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를 견제함과 동시에 입법･정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임

 특히, 기밀성 원칙은 타 원칙을 뒷받침함으로써 5대 직무수행 원칙 가운데 핵심적 기능을 하는 원칙임

 국회의원 및 위원회 질의에 대한 맞춤형 조사회답을 주요업무로 하는 조사처 기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술한 5대 직무수행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기존 「국회입법조사처법」에도 규정된 조사처의 독립성, 전문성51)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

50)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411; 한수웅, 『헌법학』(제8판), 2018,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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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기관 존재의 주요가치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미국 CRS의 경우 미국헌법 제6조(Section 6)의 ‘토론이나 발언에서의 면책’규정과 ‘CRS 기밀성 정

책’ 및 이에 근거한 상원 결의안을 조사회답 비공개의 법･정책적 근거로 하다가, 2018년 「통합세출

법」 제154조에 법률 차원에서 비공개에 대한 명문의 근거를 두어 조사회답 비공개의 원칙에 대한 논

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래 기밀성 원칙이 회답업무 처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오랜 경험을 참고하여 법률의 단계에서 기관의 직무수행 원칙과 국회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회답의 비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법」에 ‘직무수행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립성, 전문성, 적시성, 객관성, 기밀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 국회정보규칙 개정을 통한 비공개대상정보로의 규정 

 조사처의 지원대상인 국회의원 및 위원회는 조사회답 관련 의뢰주체, 질의내용, 회답내용의 기밀성이 유지

된다는 신뢰를 가지고 조사처에 업무를 의뢰하여 왔음

◦ CRS를 모델로 설립된 조사처는 설립 당시부터 조사회답의 기밀성 원칙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국회의원 및 위원회 또한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사회답을 의뢰하였음

 만일 조사회답을 공개한다면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운영위 소관의 국

회규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밀성 원칙 폐기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신뢰내용과 다르고, 조사처 직무수행 성격을 변경하며, 정

보공개법에서 국회규칙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정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행심위가 규칙

내용을 형성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회의 자율성 및 독립적 직무수행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

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현행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답내용의 비공개 규정을 국회정보규칙으

로 규정하여 회답내용을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회답내용 공개에 동의하는 등 예

외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51) 「국회입법조사처법」 제2조(지위) ②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처장)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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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제도운영상의 개선 필요 

 국회에서의 토의 또는 이전의 검토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예외적 공개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는 일본의 경우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국가기관에서 국회와 법원이 제

외되어 있으며52), 영국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정보 중 ‘완전면제’ 대상으로 법정 기록, 의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53)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조직･예산이 방대하며 일반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행영역을 담당하는 행정부에 비하여, 주요 정책･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부는 전문지식 및 경험에 기반한 자유로운 검토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높으며 

이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검토의견 및 그 기초자료는 판단절차가 끝난 뒤에도 보호될 필요가 

높고, 한편으로 검토된 내용이 의안으로 발전되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의안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검토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 

자율성 원칙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 공개대상을 정하

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정보공개청구권 남용 방지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무상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욕설 등이 포함된 민원, 기관의 처리 역량을 벗어나는 정보공개 청구, 

동일인에 의한 관련성 없는 정보공개 청구 등이 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있음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 정보공개법 시행에 있어 가장 위험한 해악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훼손한

다고 보고 명시적으로 남용적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의 입법태도 및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가 제시한 남용의 개연성 있는 청구유형54)을 참조하여 정보공개청구권 남용 방지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행정심판법상 처분청 불복허용 방안 도입의 검토 필요

 현행법상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됨55)

52) 한국법제연구원,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2015., p.81

53) 한국법제연구원,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영국-』, 2015., p.72

54) 수인 가능한 비판을 넘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 시간과 자원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특정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아 불평하는 행위, 이

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 반복적이거나 중복적으로 청구,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내기 위해 무작위로 청구, 청구자의 사소한 청구에 비해 공공기관의 노력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 쓸모없는 정보를 청구, 청구인의 오락을 위해 매

우 사소한 것을 청구 등. 김영신, 「정보공개청구 거부사유로서의 권리남용」, 『법제논단』, 2016, pp.70-71.

55) 국가가 행정감독적인 수단으로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

속하게 할 목적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

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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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규정56) 및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그 근거로 함

 그러나 처분청의 불복을 전면 불허하는 것은 행정심판 관련 헌법 규정과의 충돌 및 행정심판의 구조적 한계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

◦ 피청구인은 재결에 불복할 수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 종심절차로 기능하게 되어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규율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57)

◦ 판단작용에는 오판(誤判)가능성이 항상 따르고,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 설치되기에 구조적으로 

절차적 독립성 및 공정성에 한계가 있으며, 판단주체인 행정심판 재결청과 독립한 행정주체인 처분

청의 자치권 또는 고유 행정권한 또한 존중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관련 재결 또는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결 등에 관하여 처분청의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행정규칙에 부합하는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신중한 판단 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위 행정청의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을 변경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재결을 하는 것은 행정의 계층질서와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행정심판의 본질은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이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사법

부에 부여된 것과 달리58)59), 「행정심판법」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 내에 설치되고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한하여 행정입법이 크게 불합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행정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규칙의 효력을 존

중하는 전제 하에 개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임

 나아가 상급 행정청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상급 행정청의 행정규칙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은 행정 계층질서상 조화롭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

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56)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57)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절차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기고 있지만,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과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헌법이 직접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입법적 형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

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

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1. 6. 2

7. 2000헌바30). 

58)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9) 성낙인, 『헌법학』(제19판), 2019, p.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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