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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논문에서는 제헌헌법에 예산제도 관련 규정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
하였다. 해방과 함께 본격적인 헌법제정이 논의되었고, 여러 헌법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헌법초안의 예산 관련 규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예산 규정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매년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
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결산 역시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산법률의 개념 없이 예산을 법률과 구분하였다. 제헌국회에
제출된 헌법초안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예산 관련 규정은 현
재까지도 예산제도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즉, 예산과 법률이라는 별개의 규범이 존재하면
서 국가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이라는 서로 다
른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8－05, 뺷재정법제연구(Ⅰ)－의회․행정부 관계와
예산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뺸, ｢제2장 한국 법제사｣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던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hislaw21@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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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법형식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과 법
률 모두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하는 규범이지만, 양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일치의 문
제는 예산편성의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를 남겨 놓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예산법률, 예산권한, 예산형식, 헌법초안, 제헌헌법

Ⅰ. 들어가며
지난해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었던 헌법개정안에서는 국회가 국가의 예
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는 예산법률주의의 개념을 도입
하였다. 그 통과가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국회의 재정 통제 및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그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예산제도 관련 규
정은 제헌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제헌헌법에서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
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
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
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의 제출시기나 의결시기 등 제외하면
제헌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해방과 함께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임시정
부 헌법문서에서부터 그 구상이 있었고, 해방 이후 제헌헌법의 제정을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헌법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제헌헌법 하나하나의
조문에는 그만큼 많은 고민과 이상이 담겨 있었고, 이는 예산 관련 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예
산과 법률의 구분을 중심으로 제헌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이 형성되어 온 과
정을 임시정부 헌법문서, 제헌헌법 헌법초안, 제헌헌법의 순으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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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제헌헌법의 예산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헌법의 예
산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제헌헌법 제정 당시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둘러싼 당시의 논의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예산법률주의의
개념 도입과 관련하여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이 가져야 할 당위적 의미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기로 한다.

Ⅱ. 제헌헌법 예산 규정의 형성
여기에서는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
기로 한다. 먼저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해방 이전의 임시정부 헌법문서
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제시되었던 여러 헌법초안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
기로 한다. 끝으로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함께
갖는 특징을 찾아보기로 한다.

1. 임시정부 헌법문서
먼저 해방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문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임시
헌장(大韓民國臨時憲章),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臨時憲法), 대한민국임
시약헌(大韓民國臨時約憲) 등의 명칭으로 제정․개정되었고, 재정이나 회계
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 임시정부 헌법문서에 규정되어
있던 예산제도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1)

2)

1919년 4월 11일 제정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임시정부법령 제1호이지만, 총 10개조로 그 내
용이 간략하고,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예산제도 관련 규정은 1919년 9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부터 확인된다. 임시헌법은 임시정부법령 제2호로 전문과 8장,
58개조로 구성된, 형식적 측면에서 완비된 근대헌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에
관해서는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 임시헌장(1919.4.11)
과 임시헌법(1919.9.11)을 중심으로｣, 뺷법사학연구뺸 vol.29(한국법사학회, 2004), 6~55면 참조.
각 헌법문서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근대법령 웹사이트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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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시정부 헌법문서 예산 규정

대한민국임시헌법 [임시정부법령 제2호, 1919.9.11.]
제4장 임시의정원
제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左)와 여(如)함.
2.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제5장 국무원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左)와 여(如)함.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제7장 재정
제48조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此)를 정함.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제53조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此)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旣)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
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대한민국임시헌법 [임시정부법령 제3호, 1925.4.7.]
제5장 회계
제29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써 정함.
제3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의 예산 결산과 국채와 기타 국고부담이 될 만한 사건은 임시의
정원의 의결을 요함.
제31조 임시정부의 회계는 임시의정원이 매년 1차 이상 검사함.
대한민국임시약헌 [임시정부법령 제4호, 1927.3.5.]
제2장 임시의정원
제11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이나 정부의 제출한 일체 법안과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며 국
무위원과 국사를 임면하며 조약체결과 선전, 강화에 동의하되 총 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원 3분2의 찬동으로 함.
제16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음.
1.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며 예산초과나 예산외의 지출을 동의함.
제3장 임시정부
제31조 국무회의에서 의결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광복운동의 방략, 법률, 명령, 예산, 결산, 예산초과나 예산외의 지출, 조약의 체결,
선전, 강화, 국사파견, 외국대표원의 접수 기타 일체 사건
제4장 회계
제46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
제4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산결산과 국채와 기 타 국고부담이 될 만한 것은 임시의정원
의 결의로 함.
예산초과나 예산 이외의 지출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고 그 다음 회의에
승인을 요함.
대한민국임시약헌 [임시정부법령 제5호, 1940.10.9.]
제2장 임시의정원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모든 법률안 및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
고,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거하며, 또한 주외사절의 임면 및 조약의 체결
과 선전, 강화를 동의함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
(최종접속일 : 2019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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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시정부
제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3. 예산, 결산, 예산초과 및 예산외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제4장 회계
제38조 조세 및 세율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39조 국가세입 세출의 예산, 결산 및 국채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임시의정
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은 차기의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임시정부법령 제6호, 1944.4.22.]
제3장 임시의정원
제17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5. 국가의 예산 결산급 예산초과나 예산외 지출의 의결
제4장 임시정부
제30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3. 예산 결산 예산초과 급(及) 예산외 지출을 의결함
제6장 회계
제57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
제58조 국가의 예산 결산 급(及) 회계는 검사 확정한 회계검사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원에 제
출하여 통과를 요함.
제59조 회계검사원에서는 국가의 일체 회계를 수시로 검사함.

2. 제헌헌법 헌법초안
다음으로는 제헌헌법의 토대가 되었다고 전하는 유진오안과 함께 그 이외
의 여러 헌법초안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활동했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의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臨時憲法)’과 미군정기 Emery J. Woodall의 ‘The
Constitution of Korea’,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朝鮮臨時約憲)’,

법전편찬위원회가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했던 헌법초안, 제헌국
회 및 헌법기초위원회의 독회 심의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좌파계
열의 헌법안이었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朝鮮民主
共和國臨時約法) 시안(試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3)

3)

각 헌법초안의 원문 및 해제는 다음의 문헌에서 확인함 : 김수용, 뺷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 건국사뺸(경인문화사, 2008); 고려대학교박물관편, 뺷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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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헌헌법 헌법초안 예산 규정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臨時憲法)4)
제3장 입법권
제14조 국민의회의 직권은 좌(左)와 여(如)함.
4. 예산의 의결
5. 결산의 심사
6. 국채의 모집 급(及) 국고부담 될 계약의 의결
제4장 행정권 제5절 행정각부 총장
제47조 재무총장은 조세․화폐․은행․신탁․국유재산 급(及) 예산 결산에 관한 일체 사의
(事宜)를 장리(掌理)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제6장 회계
제72조 조세의 종목 급(及) 세율은 법률로써 정함.
제73조 정부는 매년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함을 요함.
제74조 예산의 관항(款項)에 초과한 금액 우(又)는 예산외의 금액을 지출한 시는 의회의 사
후승인을 구함을 요함.
제78조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치 않거나 우(又)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시는 정부는 전년도
의 예산을 시행함.
제79조 국가의 세출세입 결산은 감찰장관의 심사를 받은 후 정부는 심사보고와 함께 차(此)
를 의회에 제출함을 요함.
THE CONSTITUTION OF KOREA by Woodall5)
Article 3. The Executive Organ
Section 16. Duties of Governors of Executive Departments.
The Governor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shall require the Bank of Korea
to preform central banking functions. He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President, on or before the last day of June of each year, a budget for the
government for the next calendar year.
Article 4. The Legislative Organ
Section 7. Every law which requires financial expenditures beyond existing budgetary
provisions shall contain an amendment of the budget for the purpose and shall
enact the necessary revenue measures to finance the operation.

조선헌법6)
제3조 행정기관
제16절 행정부장의 임무
재무부장은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재무부장은 매년 6월
말일이나 그 이전에 다음해 정부예산안을 준비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제4조 입법기관
제7절 현행 예산 규정을 초과하는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모든 법률은 그 목적을 위한 예산
의 개정을 포함하고,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수단을 법제화한다.
조선임시약헌(朝鮮臨時約憲)7)
제3장 입법권
제12조 입법의원은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좌(左)의 권한을 행함.
2. 예산의 의정
3. 결산의 심사
4. 국채의 모집 급(及) 국고부담이 될 계약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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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권 제2절 국무회의
제29조 좌(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함.
1. 법률안 위임명령안 집행명령안 예산안
제6장 재정
제50조 조세의 종목 급(及) 세율은 법률로써 차(此)를 정함.
제51조 정부주석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입법의원의 의결을 얻어야 함.
제53조 입법의원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부주석
은 전년도의 예산을 집행함.
제54조 정부주석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감찰위원장의 심사를 바든 후에 그 심사보고와 함께
차(此)를 입법의원에 제출하여야 함.
유진오안의 제일회초고(第一回草稿)8)
제3장 국회
제54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하며 기타 헌법에 의하야 부여되는 재정적 권한을 행한다.
제4장 정부 제2절 내각
제90조 좌(左)의 사항은 내각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4. 예산안과 결산안
제7장 재정
제9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7조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매회계년도마다 내각이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04조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이 의결될 때까
지 내각은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한다.
제105조 결산은 심계(회계감사)위원회에서 검사확정된다. 심계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은 내
각의 책임해제를 위하야 국회에 제출된다.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유진오의 법전편찬위원회 제출 헌법초안(憲法草案)9)
제3장 국회
제45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예산안은 먼저 대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에 관하야 참의원이 대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때 또는 산안이 회부된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의원협회를 연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할 때에는 대원의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4장 정부 제2절 내각
제79조 좌(左)의 사항은 내각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3. 예산안과 결산안
제7장 재정
제102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103조 국가의 예산은 매년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연한 계속되는 지출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 신비목을 설(設)할
수 없다.
제106조 회계연도 시작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이 의결될 때까지
내각은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한다.
제107조 결산은 심계위원회에서 검사 확정된다.
심계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은 내각의 책임해제를 위하야 국회에 제출된다.
심계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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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편찬위원회의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제출 헌법초안(憲法草案)10)
제3장 입법
제53조 예산의 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의 의안은 대의원에 선의권(先議權)
이 있다.
제54조 법률안 우(又)는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대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때는 양의원
연석회의를 여러 각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의사를 개시하고 출석의원 3분
지 2 이상으로써 의결한다.
제55조 법률안 우(又)는 예산안이 대의원에서 참의원에 회부된 후 20일 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는 양의원 연석회의를 여러 각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의사를 개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장
제2절 국무회의
제87조 좌(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3. 예산, 결산 및 예비비의 지출
제6장 재정
제99조 국가의 재정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야 처리된다.
제100조 조세의 종목과 과세 및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01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야 국회의 의결을 받어야 한다.
연도를 계속지출할 국비는 미리 연한을 정하야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어야 한다.
제103조 기정한 세출, 법률상 지출을 요하는 세출 및 법률상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에서 폐지 우(又)는 삭감하지 못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의 제출한 세출예산비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신비목
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06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때는 정부는 예산성립될 때까지 전연도의 예산을 시행한다.
제107조 세입, 세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확정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심사보고와 함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야 심사를 받는다.
결산승인서의 의결이 있는 때는 정부의 책임이 해제된다.
심계원의 조직, 직능 및 임무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제3독회11) 심의안12)
제3장
제41조
제4장
제74조
제7장
제92조
제93조

제96조
제97조

국회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정부
제3절 국무원
좌(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재정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무원이[정부가] 예산으로[예산을] 편
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국무원[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무원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전년도의 예
산을 실행한다.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국무원[정부]은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 책임
해제를 얻어야 한다[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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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제1독회 심의안13)
제3장
제40조
제4장
제71조
제7장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국회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정부 제3절 국무원
좌(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재정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
을 실행한다.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朝鮮民主共和國臨時約法) 시안(試案)14)

제3장 민주주의민족전선
제28조 전국대회15)는 좌기 사항을 처리함.
9. 국가예산 급(及) 결산의 승인.
10. 조세의 부과 급(及) 국가에 대한 인민의 재정상 의무 설정.
제8장 재정
제92조 국가 각급기관의 재정 수지계통 회계는 법률로써 제정함.
제93조 국가의 세출세입은 연도 총예산을 편성하야 반다시 전국대회에 제출함을 요함.
제94조 국세는 법률의 제정함에 의하고 지방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할 수 있음.
제96조 각 행정부 기타 각 기관에 할당된 예산 내의 항목 변경 우(又)는 예비금 지출은 부위
원회 급(及) 기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야 행할 수 있음. 단 반다시 상임위원회 급
(及) 정부위원회의 추인을 요함.
제100조 국가의 세출세입의 결산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최단기간 내에 회계심사원이 이
를 검사확정하야 중앙상임위원회에 제출함을 요함.
회계심사원의 조직 급(及) 권한은 법률로써 정함.
4)

5)
6)
7)
8)
9)

이 헌법안은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민주의원안으로 칭하기도 한다. (김
수용, 위의 책, 해제 398면 각주1, 원문 398~418면;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해제 15~18
면․원문 59~72면).
이 헌법안은 유진호의 회고록에 ‘과도정부 사법부 미인고문(美人顧問) 우드월안(案)’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해제 18~21면․원문 75~101면)
Woodall의 ‘The Constitution of Korea‘를 번역한 것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103~126
면에 수록된 해당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 헌법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것으로 총 7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대학교박
물관편, 위의 책, 해제 21~25면․원문 129~140면).
이 헌법안은 유진오가 황동준, 윤길중, 정윤환 등의 도움을 받아 1948년 4월 무렵 작성했다고 전하
는 초안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해제 25~29면․원문 143~160면).
이 헌법안은 유진오가 1948년 5월 초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초안으로 조문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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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헌헌법의 예산 규정
끝으로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헌헌법은 우
선 제7장 ‘재정’에서 예산과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3장 ‘국회’와 제4장 ‘정부’에서도 예산과 관련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헌헌법의 예산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16)
<표 3> 제헌헌법 예산 규정

제헌헌법 예산 규정
제3장
제41조
제4장
제72조

국회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정부 제2절 국무원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나 내용이 제1회 초고와 유사하다.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해제 25~29면․원문 163~179면).
10) 이 헌법안은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가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초안으로
권승렬안으로 칭하기도 한다.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해제 30~32면․원문 183~201면).
11) 헌법기초위원회의 독회와 제헌국회의 독회는 구분된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된 뒤,
6월 1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형위원이 선정되었고, 3일에는 전형위원이 선정한 30
명의 기초위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6월 3일부터 22일까지 총 16차례를
회의를 진행하여 헌법기초위원회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총 3차례의 독회가 있었다. 그리
고 6월 23일 헌법기초위원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에서도 독회를 시작하였다. 국회에
서의 독회도 총 3차례가 있었고, 7월 12일 마지막 제3독회에서 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안은
제헌국회의 제3독회가 아닌 헌법기초위원회 제3독회에서 심의되었던 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12) 이 헌법안은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가 합작한 헌법초안과 유사하다. 이 헌법초안에는 연필로 조
문의 문장이나 용어를 수정한 표시가 있고, 조문 전체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추가한 표시도
있다. 연필로 수정된 부분은 [ ]에 표기하여 수록한다. (김수용, 위의 책, 해제 488면 각주58, 원문
488~501면;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해제 33~35면․원문 205~222면).
13) 이 헌법안은 1948년 6월 23일 국회 제17차 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및 헌법안 제1독회에서
제시되었던 헌법안이다. 이후 제1독회는 6월 26일, 28일, 29일, 30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유진오
와 권승렬 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뺷헌
정사자료 제1집 :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67, 87~99면).
14) 이 헌법안은 허헌을 비롯한 정진태, 김용암, 조평재 등 민족주의민주전선 관계 법률가들이 작성한
시안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안으로 칭하기도 한다. (고려대학교박물관편, 위의 책, 해제 11~14면․
원문 43~56면).
15) 이 헌법안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 전국대회는 조선 인민이 그 당시 가능한 최대한의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선출한 민주주의적 각 정당의 대표, 대중 단체, 사회 단체, 학술문화 단체의 대표, 지방
거주자의 대표 및 해당 사회층을 대표할 만한 무소속 개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제25조).
16)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연혁법령 웹사이트를 참조함. (최종접속
일 : 2019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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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제7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
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4. 예산 규정의 공통점
지금까지 살펴본 임시정부 헌법문서, 제헌헌법 헌법초안, 제헌헌법의 예산
제도 관련 규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모두 예산과 법률
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제헌헌법은 물론 그 토대가 된 것으로 전
하는 유진오 헌법안, 그 외의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臨時憲法)’, ‘The
Constitution of Korea’, ‘조선임시약헌(朝鮮臨時約憲)’, 권승렬안, 제헌국회

및 헌법기초위원회의 독회 심의안 등 모두에서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17) 이러한 점은 좌파계열의 헌법안인 ‘조선민주공화국임시
17) 이 점은 아직 원문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김붕준안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확인되는 헌법안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김붕준안은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으로 행정조직법․임시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붕준이 제출한 헌법안을 가리킨다. (김붕준안에 관해서는 김수용, 앞의 책, 430~
438면 참조).
다만, 유진오의 헌법초안이 나오기 이전인 1946년 3월 1일 당시 행정연구위원회 및 헌법분과위원
회가 작성하였던 이른바 ‘1단계 헌법초안’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러나 2단계 초안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이 사라졌는데, 당시의 관련 기록이나 유진오의 회고
록에서도 예산법률주의의 삭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홍종현,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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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법(朝鮮民主共和國臨時約法) 시안(試案)’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
리고 각 헌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따라 그 표현은 조금씩 달랐
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도록 한 점
역시 공통되었다.
제헌헌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도
록 하였고, 유진오안에서도 내각 또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臨時憲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조선임시약헌
(朝鮮臨時約憲)’에서는 정부주석이 예산을 편성하여 입법의원의 의결을 얻도

록 하였다. 권승렬안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The Constitution of Korea’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 및 의회의 의결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재무부장(the
Governor of the Department of Finance)이 정부예산안을 준비하여 대통령

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예산 규정(budgetary provision)과 법률(law)이 불
일치할 경우 그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 등을 비추어 볼 때 역시 예산과 법률
을 구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좌파계열의 헌법안인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朝鮮民主共和國臨時約法)
시안(試案)’에서도 세출세입은 총예산을 편성하고 국세는 법률의 제정에 의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총예산은 입법기구
이자 국가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전국대회에 제출되어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일찍이 임시정부 헌법문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즉, 임
시헌장, 임시헌법, 임시약헌에 관계없이 임시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
시의정원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정부 단계에서는 국무회의나
국무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였다. 이외에 재정이나 회계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도 제헌헌법, 제헌헌법 헌법초안, 임시정부 헌법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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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제헌헌법 예산 규정의 비교법사적 검토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은 일본국헌법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여기에서는 그의 정확한 비교와 연원의 검토를 위해서 전후(戰後) 일본
국헌법(日本国憲法)은 물론, 전전(戰前)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보고, 일본 헌법의 예산 규정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 헌법 예산 규정의 내용
전전 대일본제국헌법은 ‘회계(会計)’의 장(章)을, 전후 일본국헌법은 ‘재정
(財政)’의 장(章)을 별도로 두고 예산제도를 비롯한 재정과 관련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 헌법 예산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대일본제국헌법 예산 규정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 예산 규정18)
第六章 会 計
第六十二条 新ニ租税ヲ課シ及税率ヲ変更スル
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属スル行政上ノ手数料及其ノ他ノ
収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国債ヲ起シ及予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国
庫ノ負担トナルヘキ契約ヲ為スハ帝国議会ノ協
賛ヲ経ヘシ。
第六十三条 現行ノ租税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
改メサル限ハ旧ニ依リ之ヲ徴収ス。
第六十四条 国家ノ歳出歳入ハ毎年予算ヲ以テ帝
国議会ノ協賛ヲ経ヘシ。
予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予算ノ外ニ生シタ

제6장 회 계
제62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의
수납금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에 정한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이 법률에 따라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款項)19)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160

法史學硏究 第60號

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国議会ノ承諾ヲ求ム
ルヲ要ス。
第六十五条 予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第六十六条 皇室経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毎年国
庫ヨリ之ヲ支出シ将来増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
外帝国議会ノ協賛ヲ要セス。
第六十七条 憲法上ノ大権ニ基ツケル既定ノ歳
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
属スル歳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国議会之ヲ
廃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第六十八条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予メ年限
ヲ定メ継続費トシテ帝国議会ノ協賛ヲ求ムル
コトヲ得。
第六十九条 避クヘカラサル予算ノ不足ヲ補フ
為ニ又ハ予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
ツル為ニ予備費ヲ設クヘシ。
第七十条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為緊急ノ需用ア
ル場合ニ於テ内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国議会
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
政上必要ノ処分ヲ為ス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会期ニ於テ帝国議会
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七十一条 帝国議会ニ於イテ予算ヲ議定セス
又ハ予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
ノ予算ヲ施行スヘシ。
第七十二条 国家ノ歳出歳入ノ決算ハ会計検査院
之ヲ検査確定シ政府ハ其ノ検査報告ト倶ニ之ヲ
帝国議会ニ提出スヘシ。
会計検査院ノ組織及職権ハ法律ヲ以テ之ヲ
定ム。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낙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
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大權)에 기한 기존의 세
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
의회가 이를 폐지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세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
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
출하여 그 승낙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
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
를 정한다.

<표 5> 일본국헌법 예산 규정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예산 규정20)
第四章 国 会
第六十条 予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

ればならない。
○2 予算について、参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
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
り、両議院の協議会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
いとき、又は参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予算
を受け取つた後、国会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三
十日以内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

제4장 국 회
제60조 ①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서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
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
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

18) 해당 조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법령색인(国立国会図書館 日本法令索引)’ 웹사이트에서 확
인함 : <http://www.ndl.go.jp/constitution/etc/j02.html> (최종접속일 : 2019년 8월 28일).
19) 관항(款項)에서 관(款)은 Kapitel, chapter와 항(項)은 Titel, titl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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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国会の議決とする。

결로 한다.

第五章 内閣
第七十三条 内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外、左
の事務を行ふ。
五 予算を作成して国会に提出すること。

제5장 내 각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
과 같은 일을 한다.
5.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

第七章 財 政
第八十三条 国の財政を処理する権限は、国会の
議決に基いて、これ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四条 あらたに租税を課し、又は現行の
租税を変更するには、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条
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八十五条 国費を支出し、又は国が債務を負担す
るには、国会の議決に基くことを必要とする。

제7장 재 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
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
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에 충당
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
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
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
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
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
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
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
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第八十六条 内閣は、毎会計年度の予算を作成し、
国会に提出して、その審議を受け議決を経なけれ

ばならない。

第八十七条 予見し難い予算の不足に充てるた
め、国会の議決に基いて予備費を設け、内閣の
責任で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
○2 すべて予備費の支出については、内閣は、
事後に国会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八条 すべて皇室財産は、国に属する。
すべて皇室の費用は、予算に計上して国会の議
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九条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産は、宗教上の
組織若しくは団体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
ため、又は公の支配に属しない慈善、教育若し
くは博愛の事業に対し、これを支出し、又はそ
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
第九十条 国の収入支出の決算は、すべて毎年
会計検査院がこれを検査し、内閣は、次の年度
に、その検査報告とともに、これを国会に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会計検査院の組織及び権限は、法律でこれ
を定める。
第九十一条 内閣は、国会及び国民に対し、定期
に、少くとも毎年一回、国の財政状況につい
て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해
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 해당 조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법령색인(国立国会図書館 日本法令索引)’ 웹사이트에서 확
인함 : <http://www.ndl.go.jp/constitution/etc/j01.html> (최종접속일 : 2019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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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헌법 예산 규정의 특징
전전(戰前) 일본의 예산제도는 대일본제국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예산
과 법률을 별개의 형식으로 하였다. 당시 예산제도의 의의는 회계연도를 기
준으로 한 세입․세출의 예정으로 행정기관은 그 제한에 준거하여야 한다는
데 있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는 영구세주의를 채택하면서 세입․세출에 대
해 의회의 협찬을 구하도록 하였는데, 전자가 수입 자체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을 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 세출의 재원에 대한 승인
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예산과 법률을 구분한 것은 그 제정에 큰 영향을 주
었던 프로이센헌법은 물론 대부분의 서양국가 헌법에서 예산을 법률의 형식
으로 규정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헌법제정 이전 일본에서는
천황의 칙령으로 예산을 정하였는데, 헌법을 제정한 취지에 따르면 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함을 요하였지만, 법률과는 별도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을 방문했던 독일인 법률고문 뢰슬러22)의 자문
과 헌법초안에 관여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23)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4)
1850년의 프로이센헌법 제99조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정의 계산

은 예산표에 기재함을 요하고, 예산표는 매년 법률로써 그를 정함을 요한다
21) 美濃部達吉, 뺷逐条憲法精義뺸, 有斐閣, 1927, 648頁; 夜久仁, ｢予算と法律との関係－明治憲法の予
算理論を中心として－｣, 뺷レファレンス뺸(平成22年12月号)(国立国会図書館, 2010), 11~12頁에서 재
인용.
22) 칼 프리드리히 헤르만 뢰슬러(Karl Friedrich Hermann Roesler : 1834~1894)는 독일의 법학자․
경제학자이다. 메이지 일본에 초빙되어 외국인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일본 독일학협회의 회원이
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신임을 얻고 대일본제국헌법 및 상법 초안 작성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헌법초안을 작성한 것은 이노우에 고와시로 알려져 있지만, 상당 부분이 뢰슬러와의 토의, 그의
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23)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 1844~1895)는 에도․메이지시대의 관료이자 정치가이다. 1875년 뺷王国
建国法(왕국건국법)뺸을 번역하여 일본에 프로이센헌법을 소개하였다.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이센헌법에 의한 흠정헌법(欽定憲法) 구상을 이와쿠라 도모미에
게 제출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토 히로부미를 도와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과 함께
대일본제국헌법과 皇室典範 초안 작업에 관여하였으며, 교육칙어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24)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夜久仁, 前揭論文, 1~28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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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되어 있었다.25) 그리고 제62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군주와 양원이 함
께 행사하되, 모든 법률에 군주와 양원의 합의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다.26) 이는 군주와 상․하양원의 3자 중 어느 일방의 동의만 없어도 법률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통상적인 법률의 경우에는 3자 합의의 불발의 경우에도 법률안이 통과되
지 못할 뿐 그 자체가 국가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산의 경우에
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산법률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집행이 불가능
해지는 국가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1862년 비스마르크의
군비확장을 위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하원의 동의 없이 상원
의 의결만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
명한 프로이센 헌법갈등이다.27)
프로이센의 헌법갈등 사태는 1866년까지 이어지다 최종적으로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1866년 이른바 면책법(Indemnitätsgesetz)
의 제정으로 봉합되어졌다. 이 면책법은 사후승인법으로 1862년 이후부터의
정부의 지출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프
로이센의 헌법갈등은 근본적으로는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 이유로 예산법률이 통과되지 못 하였을 경우 그의 해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정 당시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프
로이센헌법 제99조를 두고 예산까지 법률의 형식으로 한 것은 많던 적던 ‘과
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즉, 법률이라는 형식 자체는 예산의 구속력에 특별
25) Art. 99. Alle Einnahmen und Ausgaben des Staats müssen für jedes Jahr im Voraus veranschlagt
und auf den Staatshaushalts-Etat gebracht werden.
Letzterer wird jährlich durch ein Gesetz festgestellt.
1850년 프로이센헌법의 원문과 번역은 양태건번역․송석윤감수, ｢1850년 프로이센 헌법｣, 뺷서울
대학교 法學뺸 vol.54 no.2(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05~248면 참조.
26) Art. 62. Die gesetzgebende Gewalt wird gemeinschaftlich durch den König und durch zwei
Kammern ausgeübt.
Die Uebereinstimmung des Königs und beider Kammern ist zu jedem Gesetze erforderlich.
27) 프로이센 헌법갈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송석윤, ｢프로이센 헌법갈등과 독일헌법학｣, 뺷헌법과 사
회변동뺸(경인문화사, 2007), 133~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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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한 것은 과잉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센헌법이 내포한 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은 법률과는 별개의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28)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이유 아래에는 의회의 예산의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64조 제2항, 제67조,
제70조 및 제71조는 의회의 예산의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문인
데, 이의 전제가 되는 것이 예산과 법률의 형식적 구분이라는 것이다.29) 즉,
해당 조항들은 예산 이외의 정부의 지출이 있을 경우 제국의회의 사후승인을
요하거나 예산 불성립의 경우 전년도 예산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예산을
법률과는 다른 형식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불성립의 경우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행
예산제도는 독일의 공법학자 그나이스트30) 및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조언
을 받아들인 결과의 산물로 전한다. 1882~1883년 헌법제정 자료조사 명목
으로 유럽을 방문하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그나이스트로부터 헌법
일반에 대한 강의와 함께 헌법제정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 그나이스트는 프
로이센 정부가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와 겪었던 갈등을 상기시키며 의회에 재
정 관련 권한이 부여될수록 국가행정은 정체와 쇠퇴로 연결될 것이므로, 의
회의 예산의정권에 정부가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빌헬름 2세 역시 비슷한 조언을 하였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 대일본제국헌법
의 실행예산제도였던 것이다.31)
28) 夜久仁, 前揭論文, 18~20頁.
29) 제64조 제2항은 예산의 관항(官項)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의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
의회의 승낙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7조는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세출 및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제국의회가 그를 폐지 또는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0조는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하되,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의 승낙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1조는
예산 불성립의 경우 정부가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Heinrich Rudolf Hermann Friedrich von Gneist : 1816~1895)는 독일의 법
학자․정치가이자, 영국의 헌법 및 행정법의 연구자로서, 프로이센의 입법, 특히 행정재판소 제도
의 채택에 공헌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택하여 국민자유당(國民自由黨)에 소속하였다. 재
판관․베를린대학교 교수, 프로이센 하원의원, 독일제국의회 의원을 지냈다.
3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Takii Kazuhiro(translated by David Noble), The Meiji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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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戰後) 일본국헌법의 제정 시에도 예산을 법률과 별도의 형식으로 하
는지에 대해서는 미국형 예산이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예산을 법률과 계속 구분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대일본제국헌법 제64조 제
2항, 제67조, 제70조, 제71조와 같은 조항들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작성하고 의회에서 그를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에도 예산편성의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법률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일치의
조정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을 두고서 정부와 의회 간의 재정
에 관한 권한배분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32)

Ⅳ. 제헌헌법 예산 규정을 둘러싼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헌헌법의 예산 규정은 예산과 법률을 구분
하고 있었고, 이는 임시정부 헌법문서, 제헌헌법 헌법초안, 전전 및 전후 일
본 헌법의 예산제도 관련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
었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기로 했을 때 그 이유에 대
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제헌국회의 헌법제정회의
록이나 유진오의 헌법기초회고록, 헌법해의 등에 나타난 논의를 토대로 예산
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당시의 이해를 엿볼 수 있다.

1. 제헌국회 헌법제정회의록
먼저 제헌국회의 헌법제정회의록을 보면 임시정부시절 이후 적어도 제헌
The Japanese Experience of the West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State(International House
of Japan, Tokyo, 2007), pp.60~68 참조.
32) 夜久仁, 前揭論文, 27~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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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 단계에서는 단순한 이해의 부족으로 대일본제국헌법의 재정 관
련 조문을 그대로 유지했다거나, 대일본제국헌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의
회의 예산의정권 제한이라는 숨은 의도를 배경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표 6> 제헌국회 헌법제정회의록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및 헌법안 제1독회 (1948. 6. 23. 제17차회의)33)
전문위원(유진오) 제7장 재정에 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국회에서
회계연도까지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책을 쓰느냐. 그점에 관에서 외
국의 예를 보면 흔히 가예산제도를 쓰고 있읍니다. 혹은 2, 3개월동안 예산을 인정하기도 하
고 혹은 한 달씩 한 달씩 가예산을 의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는 국회를
상설기관으로 하는 국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 회기를 정
하지 않았으나 회기제도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각국의 국회발달의 경로를 보면 대개는 일정한 회기제도로부터 차차로 상설기관화하고 있읍
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국회는 일정한 회기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우리 국회의 회기는 90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만 90일이란 회기이내에 예산이 성립
되면은 좋지마는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회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회기연장이라는 것은 또한 일정한 기간을 한해서 연장하는 것이 됩
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예산제도를 다른 나라와 같이 채용하지 못
하고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하는 제93조가 된 것입니다.
이 93조는 다른 외국에서는 별로 예를 볼 수 없고 과거의 독일 일본 헌법 등에 있는 예입니
다. 그러나 국회의 회기제도를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1년 동안 전년도
의 예산을 실행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타에 관해서는 별로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없으므로 이만치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헌법안 제1독회 (1948. 6. 28. 제19차회의)34)
전문위원(유진오) 제90조에 관해서 이원홍의원으로부터 “제3항중 감액의 시는 정부의 동의
가 필요치 않은가” 하였읍니다. 즉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
의 금액을 증가하너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데, 물론 필요치 않읍니다. 김도연의원으로부터 이 제3항에 대해
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각항에 대하여 증가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러한 조문을 국회권한에만 넣는 것은 특별히 영국국회
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 대한 국회에 나온
대의원은 직접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을 자가가 가령 세금을 받으들이고 그 받
아들이는 “돈”을 가지고서 지출을 해 나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관이올시다. 그런 고로 직접 국가수입이 얼마나 되
느냐, 이것을 국가에 제출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이
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결하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
로 국회에 모인 여러분은 정부가 제출한 지출을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는 그곳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도리어 우리가 증가시켜 놓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각항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그 사람은 말하기를 불란서의회는 영
국의회의 “껍데기”만 배워 가지고 정말 영국의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예산각항을 증가시
키지 못하는 그 제도를 배워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란서의 의회제도는 대단히 곤란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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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가 많다. 의회제도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유력한 학자가 한 것을 보았
읍니다. 역시 그 취지를 초안에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93조에 관하여 박순석의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
는 여하히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매년 예산의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야단입니다. 외국
의 예를 보면 일부러 정부가 전제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서 의결할 시
간이 없이 된 때에는 예산을 쥐고 있다가 회의가 거진 된 때에 제출해가지고 성립을 안 시키
고 전년도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이러한 예도 외국에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정부측으로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고 국회로서는 또 아무쪼록 예산을 성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이 헌법초안 93조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의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예
산을 정부는 실행할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과 같이 “인프레이숀”이 급
박하게 진전하는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만일 이태나 3년만 전년도예산을 실행하다가는 정히
모자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는 안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것밖에는 도리
가 없읍니다. 미국에서는 국회에 대한 해산제도가 없으니 미국에서는 이 예산은 회계연도이
전에 잘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외국의 좋은 예는 우리도 본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4조 관하여 김병회의원으로부터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제출만으
로 정부의 책임이 해제되는가?” 물론 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은 그냥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을 해 가지고 국회의 찬성을 얻어서 책임해제를 받아야 한다, 그 취지입니다. 그
런데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제출해야 한다” 해 놓기만 하면 제출해 가지고 결산승인을 받
아서 정부의 책임해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것이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말을 쓰지
아니한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다음 김병회의원으로부터 “예산의 제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고의로 제출을 지연시키고
전년도 예산을 습용할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아까 말씀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읍
니다. 물론 고의로 제출을 지연한 악례도 외국에 없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초안할
때에는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제출기간을 여기다가 게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김교현의원 아까 93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좀 알아듣기에 부족한
점이 있읍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결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는 그것이 다만 회계연도로 하루나 이틀이 지났다고 그 1년의 예산을 전부
답습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만일 여기에 4월이면 4월에 쓰는
것만을 사용을 하고 답습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같은데
다만 하루나 이틀이 늦었다고 전도 전년도예산을 답습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한 것 같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진오) 이 93조는 말하자면 외국제도에 비해서 대단히 비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이것이얘요. 처음
에는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고 이
렇게 초안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예산이 가령 3월 말일까지 의결이 안되
었는데 그 동안에 의결이 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3월
지난 후에도 일상 열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그러한 조문이 들어갈 것 같이 생각되는
우리는 이 헌법의 정신으로는 회기를 정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회기를 있을 것을 전제로 하
고 있읍니다. 또 실상 국회법에서는 회기를 90일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회
기제도 하에서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연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이러하면 그것이 모순이 되
기 때문에 그 말을 빼고, 말하자면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했던 것입니다. 예
산이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 전연도의 예산을 실행하다고 그런 것은, 여기에 누가 생각하든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으로도 국회가 1년 중 상설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도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라는 취지를 써 넣어서
반드시 이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게 될 때까지 외국제도에 따라서 가령 가예산을 한다든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지출을 해 나가게 하고 한편으로 국회에 회기가 없더라도 회기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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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든지 또는 일단 폐회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의회를 소집한다든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예
산을 반드시 성립시키는 방책을 취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장면의원 지금 바로 93조의 회계제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
는 전연도의 예산을 실행한다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재미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는 반드시 그해의 예산을 기안하면 똑똑히 이것을 성립시
키도록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고 헌법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갖
다가 제정해 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그냥 실행한다면 정
부측에서는 내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의 예산을 답습할만한 것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태도가 충분치 못할 염려가 확실히 있읍
니다.
또 아까도 말씀이 계시어지만 혹은 경우에 따라서 고의로 이것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다고 단
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미국 같은 데에 있어서는 반
드시 국회의 그해 그해의 예산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기……
(의장소연(議場騷然))
그런데 그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확실히 알고서 그러고서 이것을 채용하신 것을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이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말씀하시었고 또 외국
에 있어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것을 인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동전 한 푼 쓸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이것을 채택한 것은 좀 알아들 수 없읍니다. 그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을 재촉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반드시 그것이 그해 그해의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되고야 말하야 할 것을 안되는 경
우에는 전연도의 것을 쓸 수 있다는…… 말하자면 일본식재래의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은 앞으
로 대단히 자미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불구하시고 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유진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회기관계에 있읍니다. 회기제도를
쓴다, 그런데 그래놓고서 그 다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가령 전연도의 예산을 쓴다든지 가
예산을 쓴다, 그러면 그것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회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방
법은 생각이 됩니다. 회기를 연장한다든가 혹은 임시로 소집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
을 쓰면서 전연도의 예산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그때까지는 그 예
산제도도 채용할 수가 있게 하니까 순전히 회기제도에 대한 것을 너무 융통성 없이 생각한
데에서 이러한 조목이 된 것입니다.
헌법안 제1독회 (1948. 6. 30. 제21차회의)35)
장홍염의원 … … … 그 다음에 제56조, 68조, 93조에 대해서 대통령권한이 너무 심합니다.
국방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임명도 파면도 자기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독재
성인 감이 들지 않아 있읍니다. 그 국무총리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는 무엇을 말하는지 대단히 어물어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부의 사태
라고 하면 무엇인지 이것이 꼭 명문에 밝혀서 조문만이 어떠한 시간에 명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문을 밝히지 않은 행정부대통령이 이것을 남용해서 독재할 우려가 많이 있
읍니다. 그다음에 93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전
연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했읍니다. 이것은 요컨대 만약에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 시에는
얼마든지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전연도 예산으로 미룬다든 얼마든지 헌법마음대로 실
행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안전체를 통해서 수정해야 됩니
다. 이 수정을 말하고 들어갑니다.
헌법안 제2독회 (1948. 7. 6. 제26차회의)36)
“제90조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
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헌헌법 예산 규정의 형성 과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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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일의원 여기의 수정안은 진헌식의원외 44인, 한석범의원 외 10인의 두 가지입니다. 진헌
식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식의원 수정안 원문에 있어서는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시간관계상 낭독하
지 않겠읍니다 다만 간단한 이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90조를 수정한 이유…… 정부가 예산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국회개회초에 하게 하여 국회가 예산을 충분
히 심의할 기간을 주게 한데 있읍니다.
부의장(신익희) 시방 수정동의제출자로 설명하였읍니다.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붙입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137인, 가 87인, 부 10인, 과반수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
“제93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
을 실행한다.”
서상일의원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진헌식의원외 44인, 박해정의원외 19인, 이진수의원 외
11인, 김병회의원 외 24인의 세 가지입니다. 진헌식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헌식의원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93조 수정안 이유는 국회는 반드시 예산을 의결할 의무를 규정하여 국정의 정채를 방지하
였읍니다. 만일 국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여 정부로 하여금 실행케 할 동시에 그 기간내에 반드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할것입니다.
부의장(신익희) 간단한 설명이었읍니다. 의견있읍니까?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견 없으면 가부에 붙이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137인, 가 112인, 부 21인,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 93조는 수정
안대로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헌법안 제3독회 (1948. 7. 12. 제28차회의)37)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
기회개최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
가 제출한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
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
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헌국회는 제헌헌법 제7장 재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완성되기까지
위와 같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제헌국회의 헌법제정회의록에서 나타난 바
를 보면, 예산을 법률과 구분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예산안이
33)
34)
35)
36)
37)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입법조사국,
입법조사국,
입법조사국,
입법조사국,

앞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책,
책,
책,
책,
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86~118면; 인용부분 110~111면.
172~231면; 인용부분 219~226면.
302~337면; 인용부분 309면.
556~644면; 인용부분 622~624면.
679~708면; 인용부분 7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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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른바 실행예산제도를 규정한 헌법안 제93
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안 제93조는 과거
대일본제국헌법 제71조를 그대로 가져온 조문으로, 회의록에 지적된 바와
같이 다른 외국에서는 별로 예를 볼 수 없는 일본식 재래의 대단히 비민주적
이고, 재미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기초위원회의 헌법안에 이 같은 조문이 규정된 것에 대한 유
진오의 이해나 설명은 다소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제정치를 하기 위해
서 헌법안 제93조와 같은 규정이 악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회기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를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회가
상설기관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예산안이 국회에
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년도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막는 것에 대
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선한 의지에 기대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헌법안 제93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사뭇 예리했다. 즉, 정
부가 전년도 예산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 예산 전체를 의미하게 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으로 미룬다든지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국회의 예산의
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성립
시 우선 한 달 예산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실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
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못박았다. 이러한 논의 내용이 반
영되어 헌법기초위원회의 애초 헌법안에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라는 정
부의 예산안 제출시기와 “국회는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가예산제도가 규정되었던 것이다.38)
임시정부 헌법문서에서는 예산 불성립의 경우에 대비한 조문을 확인할 수
38) 헌법안 제93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의원은 장면의원(무소속), 장홍염의원(한
국민주당), 김교현의원(무소속) 등이 있었고, 수정안을 대표제안한 의원은 진헌식의원(대한독립촉
성국민회), 박해정의원(무소속), 이진수의원(무소속), 김병회의원(무소속) 등이 있었다. 제93조 수
정안은 재적의원 137인 중 찬성 112인, 반대 21인의 압도적인 과반수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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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것이 임시정부라는 상황 하에서 예산 불성립의 경우까지 대비한 헌
법 조항은 굳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후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여러 헌법초안에서는 대부분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헌헌법의 경우도
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본회의 제2독회에서 가예산을 실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제헌헌법의 상당부분은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39)
그런데 재정의 장 부분에서는 그러한 면을 찾기 힘들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
가재정과 관련한 조문을 회계나 재정과 같은 별도의 장이 아닌 행정의 장에
편입시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85조 예산안, 제86조 결산심
사, 제87조 국채 등의 조문을 두고 있었다.40) 바이마르헌법과 제헌헌법이 가
39)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뺷공법연구뺸 vol.14(한국공법학회, 1986), 7~48면; 이영록, ｢유
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50~3․179~87면.
40) 바이마르헌법 해당 조문의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표 7> 바이마르헌법 예산 규정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
Die Reichsverwaltung

라이히** 행정

Artikel 85
Alle Einnahmen und Ausgaben des Reichs müssen
für jedes Rechnungsjahr veranschlagt und in den
Haushaltsplan eingestellt werden.
Der Haushaltsplan wird vor Beginn des Rechnungsjahrs
durch ein Gesetz festgestellt.
Die Ausgaben werden in der Regel für ein Jahr
bewilligt, sie können in besonderen Fällen auch für
eine längere Dauer bewilligt werden. Im übrigen sind
Vorschriften im Reichshaushaltsgesetz unzulässig, die
über das Rechnungsjahr hinausreichen oder sich
nicht auf die Einnahmen und Ausgaben des Reichs
oder ihre Verwaltung beziehen.
Der Reichstag kann im Entwurfe des Haushaltsplans
ohne Zustimmung des Reichsrats Ausgaben nicht
erhöhen oder neu einsetzen.
Die Zustimmung des Reichsrats kann gemäß den
Vorschriften des Artikels 74 ersetzt werden.

제85조
라이히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
마다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지출은 1년을 한정하여 동의를 부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는 이보다 장기간 동안 부여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예산법률
중에 회계연도를 넘어 효력을 가진 규
정 또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 내지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라이히 의회는 라이히 참의원의 동의
없이 예산안에서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
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이히 참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동의에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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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이가 나는 점은 예산법률(Haushaltsgesetz)로,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예
산안(Haushaltsplan)을 법률(Gesetz)로 정하도록 한 반면 제헌헌법에서는 예
산법률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만 규정하
고 있었다.
제헌헌법 초안에서 여전히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고 예산법률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을 실행하도록 한 것
에는 여러 의문이 생긴다. 유진오가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제7장 재정에 관해
서는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굳이 제93조를 언급하면서 과거
독일과 일본의 헌법에 있던 조항이라고 한 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원들로
부터 좀 알아듣기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확실히
알고서도 그것을 채용한 이유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질책에 가까운
질문을 받게 된 점,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Artikel 86
Über die Verwendung aller Reichseinnahmen legt der
Reichsfinanzminister in dem folgenden Rechnungsjahre
zur Entlastung der Reichsregierung dem Reichsrat und
dem Reichstag Rechnung. Die Rechnungsprüfung wird
durch Reichsgesetz geregelt.

제86조
라이히 총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는 재무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에 라이히 참의원
과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고 승인을 구
한다.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라이히 법률
로 정한다.

Artikel 87
Im Wege des Kredits dürfen Geldmittel nur bei
außerordentlichem Bedarf und in der Regel nur für
Ausgaben zu werbenden Zwecken beschafft werden.
Eine solche Beschaffung sowie die Übernahme einer
Sicherheitsleistung zu Lasten des Reichs dürfen nur
auf Grund eines Reichsgesetzes erfolgen.

제87조
국채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라이히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라이히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바이마르헌법의 번역은 김효전, ｢바이마르 공화국헌법｣, 뺷憲法學硏究뺸 vol.4 no.3(한국헌법학회,
1998), 439~477면 참조.
** 김효전, 위의 논문에서는 ‘Reich’를 독일어 발음 그대로 전사(轉寫)하여 ‘라이히’로 번역하였다.
‘Reich’를 ‘제국’으로 번역할 경우 바이마르헌법 제1조의 ‘Republik’과 맞지 않고, ‘국가’로 번역할
경우 ‘Staat’ 등과의 차이를 드러낼 수 없이 ‘라이히’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 바이마르헌법 제74조 라이히 의회에서 라이히 참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써 동일한 법률안이 가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그 법률을 라이히 의회에 의해서 의결된
그대로 공포하거나 또는 이를 국민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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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과 헌법해의
여기에서 유진오의 뺷헌법기초회고록뺸과 뺷헌법해의(憲法解義)뺸를 보게 되
면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그의 응답을 엿볼 수 있다. 유진오의 뺷헌법기초회
고록뺸은 초판은 1980년 간행되었지만, 원고는 1966년에 이미 작성되었던 것
이고, 뺷헌법해의뺸는 헌법 제정 다음해인 1949년에 헌법의 축조(逐條) 해설서
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표 8>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41)
국회 본회의에서의 수정기도42)
그것은 초안 제93조 신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지 아
니할 대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는 소위 실행예산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첫째 국회가 엄격하게 회기제도를 지켜서, 여간해서는 임시 국회를 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는 아무래도 임시국회가 잦아서 국회가
상설기관화할 것 같으므로 무의한 규정이 되었고, 둘째 그러함에 불구하고 이 제도를 그대로
채택한다면 자칫하면 국회의 가장 중대한 권한의 하나인 예산동의권의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인플레이션이 나날이 진전되는 당시의 우리나라 정세로 보아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 오른 익년도에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 또는 넌센스에 가까운 이야기
였으므로 당초의 구상을 폐기하고 영불식 ｢가예산｣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
그 이튿날 나는 이승만씨를 의장실로 찾았다. 헌법의 제1독회도 거의 거의 끝나가는 지금,
그 동안의 국회에서의 토론내용과 국회의원들의 동향 등을 참작하여 의장께 드릴 말씀이 있
다는 명분이었다. 이(李)의장은 곧 나를 들어오라 하였다. 나는 전날 노블박사43)와 이야기한
세 가지 수정의견을 설명하고 축조심의를 하게 되는 제2독회에서 이 세 가지만은 꼭 관철하
여야 하겠으니 의장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달라 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관해서는 이미
노블박사와도 논의를 해 보았는데, 그도 찬성이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승만의장은 긴급명령과 가예산의 두 가지에 관해서는 곧 찬의를 표하였으나 국무총리 임명
에 대한 국회의 승인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건에 관해서는 예상한 대
로 주저하는 빛을 보이며 되풀이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생각하더니 보다는 손
쉽게 그러면 그렇게 해 보라 하였다.
본회의 제2독회의 경과44)
제1독회 끝에 내가 어색함을 무릅쓰고 감행한 발언은 의원들 사이에 커다란 공감을 일으켜서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함에 이르렀다. 그런데다가 나의 수정의견
은 이미 이승만의장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 있었으므로 그것이 그대로 통
과될 것으로 누구나 낙관하고 있었다. 사실 그것들은 대체로 그대로 통과되었으나 한 가지
중대한 점에서 차질을 일으켰다.
………
남은 것은 제1회독회말에 내가 제의한 세 가지 점이었는데, 세 가지 중 긴급명령(제56조) 및
가예산(제93조)에 관한 수정안은 거의 토의 없이 가결되었으나, 예상한 대로 제68조 국무총
리 임명에 관한 국회의 승인 및 국무위원 임명에 국무총리의 제천(提薦)은 상당한 혼선과 격
론을 빚어낸 끝에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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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진오 헌법해의

유진오 헌법해의(憲法解義)45)
제91조46)
우리나라 헌법은 예산을 형식적 법률로 하지 않은 점을 먼저 주의하여야 한다. 구미각국에
있어서도 예산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법률과 함께 구별되므로 이를 실질적 법률로는 취
급하지 아니하나 형식에 있어서는 ｢법률｣이라는 명칭을 부하여 그를 형식적 법률로 취급하
는 것이 보통인데 (예, 독일와이말헌법 제85조 제2항)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형식에 있어서
도 이를 법률과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예산은 단순한 총수입(세입
예산)과 총지출(세출예산)의 예정표일 뿐 아니라 일단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는 일정한 법
적 효력을 발생하여 정부를 구속하는 것인데, 그 효력에 있어서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내용을 달리한다. … … … 또 아모리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라도 그를 수입할 수 있는
법령이 없을 때에는 그를 수입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세입예산은 미리 그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은 법령에 의하여 수입하드라도 그를 곳 그 연도의 세출에 충당할 수 없는 점에 있어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제94조47)
아무리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여도 예산안의 심의결정이란 대단히 복잡하고 곤란한 것이어
서 다대한 시간을 요하는 수도 있고 그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
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예측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를 지출케하고 그 가예산기간 내에 국회는 반듯이 본예산을 의결
하여야 할 것을 본조 후단은 규정한 것이다. 이 가예산제도는 영국, 불란서, 백이이(白耳
義)48) 등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
본래 예산이란 복잡할 뿐 아니라 정쟁에 이용되기 쉬운 것이어서 외국에서의 예를 보면 필
요한 경비인 것을 알면서도 정부를 곤란케 하기 위하여 고의로 예산의 의결을 천연(遷延)하
여 국정에 다대한 지장을 가져오게하는 예가 적기 아니하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는 구(舊)바이에른헌법 구(舊)일본헌법에서와 같이 회계연도까지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케 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매년 격변하는 현하(現下) 재정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도 있어서 우리나
라 헌법은 한편으로는 영불 등 국과는 다르게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조기에 제출케 하는 제
도를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영불 등 국의 예를 따라 가예산의 제도를 채용한 것이다. 그러
나 가예산제도를 채용하면서도 다시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로 국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제
도는 말하자면 영불식과 일독식 제도를 절충한 것이라 할 것이다.

41) 유진오, 뺷헌법기초회고록뺸(일조각, 1980초판․1981중판).
42) 유진오, 위의 책, 85~92면.
43) 유진오는 노블박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그때 미군정장관 고문인지 보좌관인지로 있는
노블박사였다. 군정청이 대사관으로 개편된다면 부대사나 참사관쯤에 해당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
인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줄 나도 짐작하고 있는 처지였다.” (유진
오, 위의 책, 60면).
44) 유진오, 위의 책, 93~98면.
45) 유진오, 뺷憲法解義뺸, 명세당, 1949초판․1951증보판.
46) 유진오, 위의 책, 190~193면.
47) 유진오, 위의 책, 196~197면.
48) 벨기에(Belgium)의 음역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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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제68조) 및 긴급명령(제56조), 가예산제도(제93조)에 대해서 수정을 기도하

였고 긴급명령과 가예산제도는 수정에 성공하였으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승인이라는 절반의 수정에 그친 것으로 되어 있
다. 가예산제도만을 보면 애초의 전년도 예산을 실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
행예산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는 “어색함을 무릅쓰고” 일부러 의원들의
질책을 감수 내지 유도하기 위한 답답하고 부족한 설명을 하였고, 결국 의원
들로부터 가예산제도라는 수정안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헌법축조해설서에는 그와 같은 수정 취지가 요약되어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이른바 실행예산제도에 대해서는 회고록에서 “명치헌법(明治憲
法)의 유령(幽靈)”의 예라고 표현하였을 만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49) 그

의 회고록을 빌려 추론해 보면, 실행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기인지하고 있던
차에 헌법기초위원회의 독회 과정에서 헌법초안이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
로 급선회하는 파동을 겪게 되자, 이승만 의장과 먼저 담판을 짓고 본회의에
서 제56조, 제68조와 함께 제93조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제68조)의 수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내각책임제 요소를 남겨두려 한 것이었고,50) 긴급명령(제56조)의 수정은 그
요건을 강화하여 남용의 여지를 감소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행예산제
도(제93조)를 폐지하고 가예산제도로 수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동의권이 유
명무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수정안 모두 내
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제로의 선회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
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동일한 맥락에서 제안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9) 유진오, 앞의 책(각주 41), 35면.
50) 제68조 수정안 처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영록, ｢제헌과정에서 권력구조 논의에 나타난 대립의
전개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 뺷법사학연구뺸 vol.28(한국법사학회, 2003), 205~2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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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해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유진오 스스로도 본
인이 작성한 애초의 헌법초안에서 실행예산제도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부인
하지 않았고, 그 불가피한 이유는 국회의 회기제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
데 정작 실행예산제도와 회기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이나 긴밀성은 찾아보
기 어렵다. 대일본제국헌법의 경우에는 제국의회의 회기를 3개월로 하면서
실행예산제도를 규정하였지만,51) 회기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실행예산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예도 있기 때문이다.52) 따라서 회기제도와 실행예산제
도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필연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
다고 할 수 있다.
유진오가 실행예산제도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수정의 기회를 행정연구회와의 협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것 역시 의문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진오안을 비롯
한 대부분의 제헌 관련 헌법안에서 실행예산제도를 두고 있었던 것에 의문
을 갖게 된다. 실행예산제도가 대일본제국헌법의 조문에서 비롯한 제도임과
그의 남용가능성은 이미 당시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산과 법률의 구분에 대해서 보면, 유진오는 뺷헌법해의뺸에서 바이
마르헌법의 예를 들면서 예산은 여러 면에 있어서 법률과 구별되므로 실질적
법률로는 취급하지 않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법률’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형식적 법률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형식
에 있어서도 예산을 법률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이른바 법형식설(법규범설)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당시의 예산과 법
률의 구분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였을 것으로 보인다.
51) 第42条 帝国議会ハ三箇月ヲ以テ会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第71条 帝国議会ニ於イテ予算ヲ議定セス又ハ予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予算ヲ施行ス
ヘシ.
52) 예를 들어 중화민국헌법초안(天壇憲草, 1913.10.31.)의 경우에는 국회의 회기를 4개월로 하면서도
예산 불성립의 경우 정부는 매월 전년도 예산의 12분지 1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第三十
二條 國會開會期為四個月, 但得延長之; 第一零三條 會計年度開始, 預算未成立時, 政府每月依前年
度預算十二分之一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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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유진오의 회고록과 헌법축조해설서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바이지만, 당시 예산과 법률의 구분에 관해서는 그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만큼의 문
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
설의 변화나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요구 등은 그간의 예산편성 경험에서 축적
되어 온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헌법
제정 당시의 논의에서는 이보다는 예산 불성립 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데 중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에
관심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제헌헌법에 예산 관련 규정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
다.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된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은 예산과 법률이라는
별개의 규범이 존재하면서 양자가 국가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정제도의 근간
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로 형식의 다른 두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법
형식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남겨 놓았다. 예산과 법률 모
두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하는 규범이지만, 양자에 생길 수 있는 불일치
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남겨 놓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후(戰後) 헌법에서 의회의 예산의정권을 무력
화시킬 의도로 제정되었던 전전(戰前) 헌법의 조항들을 삭제하였지만, 여전
히 예산을 법률과 별도의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과 법률을 구
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법률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일치의 조정이라
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을 두고서 정부와 의회 간의 재정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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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분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있다.
예산과 법률의 구분에 따른 위와 같은 이론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제
헌헌법 제정 이후 정부의 예산안 제출권, 국회의 예산동의권, 국회의 예산삭
감권,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 가예산제도나 준예산제도 등을 통해서 정부
와 국회가 예산을 둘러싸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루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었던 헌법개정안에서
예산법률의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그간의 실무적 균형을 이유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예산법률의 개념을 도입한 헌법개정안
의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제도상 국민주
권의 실현, 국민의 최종적인 재정통제의 가능, 예산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근
절, 지나친 행정국가 출현의 방지 등과 같은 여러 이점을 갖기 때문이다.53)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법률주의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그간 이해타산에
몰각되어 있던 국민의 의사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정부와 국회 사이
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이라면 굳이 예산법률주의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 권한 강화 때문만이라
면 자칫 무용한 절차의 추가로만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와 권익이라는 관점이 반드시 보태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관점은 지난 개헌안의 무산에 관계없이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
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법률주의의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 논
의에 있어서도 더욱 확고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 관련 법제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예산과 법률의 법이론에 관
한 실정법적 고찰이나 예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재정학적 고찰에 비하면
이차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그간의
변혁을 살펴보지 않고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역사
의 교훈이었다. 제왕이나 대군주가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정하기로 했다면 그 형식은 조서나 칙서가 아닌 법률이 되어야 함이 옳을
53) 예산법률주의가 갖는 장점에 관해서는 권해호, 뺷예산법률주의－실질적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
한 시도뺸(세경사, 1995), 264~2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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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였던 것은 그 연혁을 돌이켜 보면 조칙과 법률
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제사의 고찰에서는 헌법의
예산 관련 조문은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함이
그 당위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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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Review on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First Constitution

Kim, Dae Hong*
54)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First Constitution from the viewpoint of legal history. The current budget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First Constitution is normatively supported
by the existence of separate rules of the law and the budget. However, since
they are different forms of norms,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discrepancy and it may be necessary to adjust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two. In other words, both the law and the budget are norms established
by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remain questions as to
how to reconcile the disagreements that may arise between the two.
Recently, the concept of the budget-law has been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budget-law simply for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The budget-law can be a useless and
unnecessary procedure if it is merely to decentralize the president's authority
and strengthen the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reason why
the people’s will and concern should be added here. This view should be more
firmly maintained in futur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n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oong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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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legis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budget-law.
The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may be
secondary to legal and financial reviews of the effects of the budget. However,
in the reform of the system, it was a lesson from history that it was not able
to accurately set the direction without looking into the changes in the syste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udget and the law can be said to be a transitional
form between the age of the edict and the age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the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require that the
budge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law.

[Key Words] budget-law, budget-authority, budget-form, draft of constitution,
the firs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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