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절차법
요약본

* 미국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 “규칙”, “행정입법”, “명령”, “선고”, “인허가”, “제재조치”, “구제방
법”, “행정기관 절차”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정보 공개
각 행정기관은 공공 정보를 연방 등록부에 널리 공표하여 공공의 지침이 되도록
하고 이용가능 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은 공고된 규칙에
따라서 공중이 열람가능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공중이 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 비용
등을 정하고 만일 불합리한 일을 당한경우에 그에 관한 구제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 개인이 관리하는 기록물
어떠한 기관도 기록이 속한 개인 또는 기록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이러한
서면 요청에 의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이나 또 다른 기관과의
의사소통 수단에 의한 기록체계 내에 속한 어떠한 기록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본인과 관련한 기록에 접근하거나 잘못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정하고 있다.

* 공개 회의

기관의 모든 회의의 일부는 공중에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1) 국가 안보 또는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수립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안 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문제나 (B)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된 공개에 관한
문제 (2) 기관 내부 임직원 규정 및 내부 실행에만 관련된 문제 등 비공개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 규칙제정(Rulemaking)
규칙제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정입법이나 위임입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미 합중국의 육해공군 또는 외교상 직능(function); (2) 행정기관의 관리,
인사, 공공의 재산, 대부금, 보조금, 급부금 또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matter)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제정에 필요한 통지(notice), 절차(procedures),
효력일(effective date)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제정시에
이를 연방등록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규칙제정의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 재결(adjudication)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청문의 기회가 주어진 뒤에 이록에 의해
재결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사항을 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를 것을 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통지’에 관하여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청문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적시에 (1) 청문의 시기
장소 및 성질, (2) 청문을 행할 근거가 되는 법률상의 권한 및 관할권, (3)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의 주장에 관하여 통지받도록 정하고 있다.

* 청문(hearing)

여기서 말하는 청문은 행정절차에 의한 규칙제정 • 재결의 절차로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규칙제정이나

재결에

관련하여

(a)

청문주재자(presiding officer), (b) 청문에 관한 권한(hearing power), (c)
증거(evidence), (d) 기록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