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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본 연구는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
가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헌조사, 설문 및 실태조사를 하
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개념이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입법학의 연구연혁
을 파악하였다. 입법은 근대 합리주의의 산물로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사회국가의 도래와 더불어 입법의 홍수를 초래하여 입법의 국민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보다 나은 입법과 합리적이고 현실정합적
인 입법을 위하여 입법학이 학문으로서 정립되게 되었다. 입법학은 입법에 관한 총
제적인 학문으로서 학문적 연구영역으로는 입법분석론(입법일반론), 입법과정론, 입법방
법론(입법정책론 포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입법학 방법론으로는
해석학적 방법론, 법정책학적 방법론, 사회학적 방법론 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입법학의 부문을 입법이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론 포
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으로 나누어 입법학 관련 간행물과 단행본 및 연구실적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조사된 연구자료의 전체 숫자는
165자료이고 이중에서 논문자료가 93자료, 단행본 자료가 72자료이었다.

입법과

정론 자료가 가장 많았는데 논문자료가 28자료, 단행본 자료가 7자료이었다. 입법
학의 선진국에 비하여서는 적은 수 이었지만 입법학 교육을 위하여 최소 필요한 연
구자료는 축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법학과 학부 차원에서 2개의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12개 대학원이 입법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의과목으로는
주로 입법학, 입법과정론, 법정책학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고, 커리큘럼 내용으로는
먼저 입법학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법과 입법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입법학의 의
의와 역사, 관련되는 개념인 정책학이나 정치학, 법해석학과의 차이점 등을 들고,
다음으로는 입법주체, 입법과정, 입법방법, 입법원칙, 입법평가, 입법기술, 입법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입법안 작성 등 실제 실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
우도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재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입법학의
강의내용을 고려하여 표준적인 커리큘럼의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입법학과 관련한 실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국회, 법제처의 실무교육
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입법학 관련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입법학 이론교육만이 아
니고 입법학 실무교육을 위하여 입법실무 수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제휴 현황을 파악
하였다. 법제처의 입법교육이 내용면에서나 대상자 숫자에 있어서나 가장 활발하고 국
회도 의정연수원을 통하여 나름대로 입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무자를 위한 입법교육이 상당히 수요가 많고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입법이론 분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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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강의내용 과목 중에 전혀 입법학 과목이 존재하지 아니하
고, 다만 전문분야 실무수습으로 연수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1개월간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서 수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변호사 직역확대라는 차원에서
도 사법연수원에서 직접 입법학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실무수습 대상기관도 보
다 확대하고 실습기간도 보다 장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학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국회,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입법실
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학 실태를 조사하였
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가 새로운 학문으로서 입법학에 대한 교육의 필
요성을 공감하였고,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의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입
법학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실무교재만이 아니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표준적인
교재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입법학의
내용으로 입법평가론>입법과정론>입법방법론=입법기술론>입법분석론>기타의 순으
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서 입법학의 선진국인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입법학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발달한 외국의 입법학 방법론을 참고로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입법학
연구를 진행하고 실무와 연계된 강의를 하여야 하며,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
히 교재에 의거한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입법사례를 분석하며 현장에서 실습
을 하는 클리닉 강좌의 도입도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입법학에 대한 현황과 실태의 분석이 행하여진 다음에는 이를 기초로 우
리나라 입법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학에 대한 몇 가지 발전방안과 정책지
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법학의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을 밝
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법학 관련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그리고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전문가로 리쿠르트 하기 전에 사전 선발과정과 교
육과정에서 입법학에 대한 인식이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방법과 법학전
문대학원에서의 강좌개설 지원, 변호사시험과목에 입법학을 신속히 포함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입법학강의를 담당할 교수진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
원하여야 함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입법실무가가 대학에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
의 신분을 가지고 입법학 강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과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
학교수로 하여금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구원 등에 파견되어 연구에 몰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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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로 하여금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의 입법관련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교
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구

원에서 입법학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직원을 자체 예산으로 대학원과정에 재학하게
하여 장래의 입법학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입법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확보하고 입법학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교육방송 등을 이용한 온라인 입법교육방법을 도입하는 방
안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이 입법학과 관련한 실무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
처,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하
고 대학원생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다섯째,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법교육원을 설립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학관련 교육은 법제처가 직접 행하기보다는 입법교육원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기간을 연장하며 교육
내용도 실무적 내용의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입법학 이론도 교육함이 바람직하다
는 것을 설명하였다.
여섯째, 입법학 전공자들의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의 법제담당관
을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도록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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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지금까지 사법시험의 준비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다. 그 결과 법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서 소외되어 국가입법 정책결정에도 비
법전문가들인 행정학자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정착과
확신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비록 법제처나 국회가 최종적인 입법에 관여하였
다고는 하나, 소관 행정부서에서 이미 법안이 작성된 후 사후적으로 법령체제나 법령문
구 등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의 경우에는 통법부(通法府)
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였다.
권위주의 체제 붕괴 후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법제처나 국회의 입법권이 실질화되고
강화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법령안을 입안 심사하면서도 입법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법정책과 입법과정 등에서는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최
근 의원입법의 증대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완벽을 기하지 못함
으로써 해석론에까지 부담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는 입법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시켜, 정부와 학계가 입법학적 기반 위
에 공동으로 국가정책형성에 참여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최고 법전문가들인 법학교수
나 변호사들이 입법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의 입법과정에서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통제와 조정역할을 입법자들이 수행하여 질적으로 좋은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학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학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입법 관련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변
호사를 비롯한 법전문가들의 중요 업무영역으로 입법업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까지 입법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올바르고 좋은 입법이 이루
어져 법치주의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학이 발전하고 입법학 지식이 확대되기 위하여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정립과 실무
적 성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법학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며 정부와 학계가 협동으로 최단기간 내에 입법학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입법학을 발전시키고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입

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개념이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입법학의 기원 및 발
전과정과 연구방법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학 태동 및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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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근대의 합리주의가 정착한 후 법현상에서 자주 논
의되는 ‘법치주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의 문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법치주의의
양 쪽의 적, 즉 법률 무시의 경향이나 법률 만능의 경향의 항존 함은 바로 이러한
법률과 입법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새로운 현상 중에
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른바 ‘입법홍수’ 또는 ‘지나친 법규범화’라고 표현되는 법
규범의 범람 현상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 복지 등 현대적
의미를 갖는 부문에 대한 엄청난 법률들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이렇게 양산되는 법
률들은 이 부문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통법부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입법권의 원천인 국민의
주권자적 지위는 명목화될 상황에 놓이고, 국민은 그 내용은 물론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엄청난 수의 법규범들의 범람 속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
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많은 연구자들이 입법학을 법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
며, 학문적 기반 위에서 실제 실무에서의 도입을 겨냥한 하나의 학문체계로 정착되
었다. 유럽의 입법학은 초기에는 법학의 영역으로 연구되다가 법해석학으로부터 독
립한 입법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실증적인 방법의 도입, 그리고 영
미 법정책학의 경험주의적 경향의 영향 등으로 법정책학적 방법론이 활성화되는 추
세로 전개되었다.
법과 입법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은 법학 영역에서 획기적인 지평확대는 물론이
고, 법정책을 비롯한 법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였다. 새로이 열린 지평에
필요한 것은 탐구의 방법에서의 다양성과 현실적합성의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현대 국가에서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가진 법규범의 보다 합리적인 해석과 입
법론을 제시하고자, 입법과 관련된 사실들을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법규
범의 합리적 실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계기를 밝혀줌으로써 어떤 법정책적 가치판단
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보다 낳은 입법을 위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입법학은 중요하게 인식되
었다.
입법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확정지을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법학에 다양
한 연구 방법과 다차원적인 관점, 특히 입법정책학적 방법론, 법사회학적 방법론 등
이 도입되면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사회 변화에
서, 이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기존 법체계 내로, 그리고 법 내용 안으
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 변화를 위해 각종의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
하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법 제정 그리고 법 폐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입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
에서 입법 내용의 실질적 결정자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규정된 것들보다 더 깊은 곳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 생성과 효력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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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작용하
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의 분석과 평가가 바로 입법연구의 중심 주제의 하나로 여
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학의 연구 대상으로는 입법이론, 입법기구, 입법과정, 그리고 입
법기술을 들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전개되는 입법학의 대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을 구체적 주제로 나누어 보면, 규범의 내용, 규범의 형태, 규범 제정의
방법, 그리고 규범 제정의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왔다. 입법학 연구 방향에 따라 입법
학의 연구 대상을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영
역은 ‘이론적 법학으로서 입법학’, ‘입법과 법률개념에 관한 연구’, ‘법정책학적 논
증’, ‘입법이론’ 등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입법에 관한
보편적인 원칙을 찾아보려는 입법 원칙 논의도 이론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입법 연구에 있어서 실천적 연구로는 주로 입법과정 연구, 입법방법 연구, 입법
기술 연구, 입법제도 연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학과 관련하여, 1980년대부터 입법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지난 20여 년간에 주목할 만한 것은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국회와 정부(법
제처, 법제연구원)의 입법전문가들의 입법학 연구 역량의 성장을 들 수 있고, 석박
사 학위과정의 법과대학원들에서 상당수 입법학을 개설하고 ‘사단법인 한국입법학
회’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입법학연구’ 등 입법학 전문 학술지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등 입법학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확산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학 연구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은 여전히 또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록 한국입법학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입법학 연구는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둘째, 입법학의 부문별 연구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부문을 입법이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론 포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
으로 나누어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입법학 관련 간행물과 단행본 및 연구실적 현
황을 파악하고, 한국입법학회 등 관련 학술활동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입법학에 관하여 조사된 연구자료의 전체 숫자는 165자료이고 이중에서 논문자
료가 93자료, 단행본 자료가 72자료이었다. 총론자료는 논문자료가 18자료, 단행본
자료가 6자료이었다. 입법과정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28자료, 단행본 자료가 7자료
이었다. 입법방법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3자료, 단행본 자료가 2자료이었다, 입법기
술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11자료, 단행본 자료가 20자료이었다, 입법평가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12자료, 단행본 자료가 18자료이었다. 기타 자료는 논문자료가 21자료,
단행본 자료가 19자료이었다.
이러한 연구자료의 숫자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입법학의 선진국에 비하면 만
족할 만한 것은 아니나 한국 입법학이 본격적인 괘도에 진입하였다고 할 만한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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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일분야로서는 입법과정 부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입법기술 부분, 입법
평가 부분, 총론 부분, 입법방법 순이었다. 역시 입법학의 가장 핵심되는 입법과정
부분이 연구자료의 숫자에서도 가장 많았고,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활성화된 입법
평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특징적이었다.
셋째, 입법학 교육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법과대학의 학부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조사하고 분석(교과과정의 세부내
용과 강의계획서 및 교재, 교수방법론 등 포함)하였다. 입법학 강의를 위하여 입법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입법학 관련 연구업적이 있어 입법학 강의가 가능한 교수
등 현황(법제처와 법제연구원 및 국회사무처의 실무인력 중 강의가능자 포함)을 파악하
였다.
대학의 법학과 학부 차원에서는 전국 90개 이상이 학부과정에서 건국대학교와 서
울대학교에 입법학이 개설되어 운영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제로 강의를 담당한
교수로는 입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의 특성상 입법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은 중요하다거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법학 과목의 개설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의 입법학 강좌는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12개
대학원에서 15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학원 중 48%가 입법학관련
강좌를 개설하였거나 개설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의의 제목으로는 입법학이
6강좌, 입법과정론이 2강좌, 법정책학(법정책 세미나 포함)이 4강좌이었고, 입법평
가론이 1강좌, 형사입법론 1강좌, 자치입법실무 1강좌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입법학
관련 과목은 공법학 관련과목으로 분류되고 헌법 등의 기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2학년 이상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법학 강의를 위한 표준적인 커리큘럼 내용으로는 먼저 입법학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법과 입법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입법학의 의의와 역사, 관련되는 개념인
정책학이나 정치학, 법해석학과의 차이점 등을 들고, 다음으로는 입법주체와 관련하
여 권력분립,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당이나 시민단체, 이익단체, 로
비스트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
지는가 하는 입법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법의 방법인 해석학적 입법학, 법정책
학이나 사회학적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입법원칙인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합성의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법기술론과 입법평가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법에 대한 통제를 입법학의 주요한 내용으로 설명하여 위헌
법률심판,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안 작성 등 실제 실
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재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입법학의 강의내용을 고려하여 표준적인 커리큘럼의 안을 제시하였
다.
법학과 학부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학 관련 교재로서는 박영도, 입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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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과 임종훈·박수철 공저, 입법과정론(제3판), 박영사,
2006 등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외국어로 된 교재로는 영어교재인 Philippe Thion
et al. ed., Legislation in Context, Ashgate, 2009와 Luc Witgens et al. ed.,
Legiprudence: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Legislation, Hart Publishing,
2003 그리고 . William N. Eskridge, Jr., Philip P. Frickey, Elizabeth Garrett 공
저,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Foundation Press, 2000 등이 있
다. 독어로 된 교재로는 U,Karpen, H Hill, H Schneider 등의 교재를 소개하고 있
는 상황이다. 보조교재로서 매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논문, 관련법령, 각종 입법
공청회 자료집, 각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국회 회의록, 현안과 관련
된 사실 및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 법학과 학부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직까지 강의에 적합한 강의교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의자들마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입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학 관련 강의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입법학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표준적인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법과대학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 상 입법학을 강의하는 교수
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학부에 3명, 대학원에 11명인데 이중 중복되는 2명을 제
외하면 모두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교수로 법학교수회 수첩에 등재된 92개
법학과와 비법학과 소속 합계 1,000명이 넘는 교수들 숫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숫자이다. 하지만 입법학관련 연구자료에서 입법학관련 연구업적을 가진 전문가의
숫자는 50여명에 이르러 앞의 교수 수보다는 약 4배나 많은 숫자이다. 이 전문가
그룹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국회나 법제처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 입법업무에 종사
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입법학 관련한 실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국회, 법제처의 실무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입법학관련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향후 이론만이 아니고 입법학
실무 교육을 위하여 입법실무 수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제휴 현황을 파악(인턴제 등)
하였다.
현재 법제처와 국회에서 입법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입법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 법률교육,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
육, 공법인 법률교육, 중앙행정기관 입법실무 과정,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법률교육
강사 등 지원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그 숫자도
2009년도만 12,131명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심으로 되어 입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입법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 외에 지방의회, 교사 기타 국민에 대하
여 극회와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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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등에 대하여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국회인턴 대학
생이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제처와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실무교육은 입법기관, 입법담
당자,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입법실무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입법절차, 법령체계,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국회입법과정, 행정소
송실무 등 입법실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법이론 부분은 빠져 있다. 또 그 기
간도 매우 짧고 강사도 실무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이론이 결여된 입법
실무교육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입법에 전문지식을 더욱 함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간도 널리고 입법학 교수들도 참여하여 입법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강의내용에는 전혀 입법학 과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
만 전문분야 실무수습으로 1개월간 입법관련 기관인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서
수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도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은 114개 기관이었는
데 이 중 입법학과 관련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전체 실무수습기관의 6%에도 미

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실무수습기간도 1개월로 매우 짧고 수습연수생수도 전체
1,000명 중 8명으로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연수생의 희망에
의하여 비로소 입법 관련 실무수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국회와 관련하여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사
법연수생 스스로가 자원하여 입법학관련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실무수습을 받는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변호사 직역확대라는 차원에서
도 사법연수원에서 직접 입법학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실습기관도 보다 확대하
고 실습기간도 보다 장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학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학의 실태분석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학계만이 아니고 국회나 정부 등 입법실
무계에서 입법학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에
서 입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학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가 새로운 학문으로서 입법학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왜냐하면 입법학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적응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실제 입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입법해석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의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입법학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실무교재만이 아니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표준적인 교재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
였다.

설문에 따르면, 입법학의 내용으로 입법평가론>입법과정론>입법방법론=입법

기술론>입법분석론>기타의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과정론보다
는 입법평가론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부 입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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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입법평가론을 입법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
였다. 또한, 대부분 입법담당 전문가의 수가 적음을 지적하였지만 각종 국가시험에
입법학을 포함시킨는데 대하여는 입법학의 개념,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서 입법학의 선진국인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입법학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
다. 그리하여 각국의 입법학 내용의 특색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지적하였
다. 특히, 일본에서는 75개 로스쿨을 전수 조사하여 입법학 강의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대학의 커리큘럼을 직접 조사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 등 유명 로스쿨에서는 거의 대부
분 입법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수의 입법학 서적이 출판되었고, 로스쿨
교수들에서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순수한 실무가가
강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체 교수진에 의하여 강의가 되고 있다. 입법학의 비중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거나 평균적인 학점 이상을 부여하여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
다.
미국 입법학 강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기관, 입법과정, 입법행태 등 실증과학적
인 요소를 주로 교육하고 있다.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제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파악
하여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적 기관과 실질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
나 이익단체, 로비스트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입법이 실제 국가나 사회 구
성원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로서 입법의 정당화와 공익의 확보 등에 대하여도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입법과정과 입법해석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많다.
미국 입법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사례와 실습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론강
좌인 경우에도 실제 과거의 입법사례를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사례연습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클리닉 강좌도 미국 법학교육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
다. 주로 공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객으로 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독일에서의 입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주요대학교에서 개설된
2008년과 2009년의 강좌내용을 조사하였다. 입법학 관련 세미나 등이 개설되는 경
우가 적으며, 개설된 과목도 수강생의 부족으로 인하여 폐강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에 입법학회 회원 수가 점차 감소(2006년 현재 약 240
여명으로 10년간 100여명이 감소하였음)하고 있었다. 훔볼트대학교와 슈파이어공행
정연구소에서 입법학 관련 강의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훔볼트대학교가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를 통하여 강의를 다양한 강의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입법학 관
련 대학교의 강의내용과 최근에 발간되는 입법학 관련 서적의 내용은 입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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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입법방법, 입법기술, 입법평가에 치중되어 있었다. 독일에서의 입법학은 입법
평가 등 실무분야를 제외하고는 한마디로 정체 내지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입법학 이론과 실무의
협동과 결합이다. 먼저 대학에서 입법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입법작업에 있어서
의 상담, 법령의 초안 작성, 법령초안의 편집·수정, 법령해설 작성에 있어서의 조언,
법령초안의 규범적합성과 입법기술적합성에 관한 심사 등을 하며 이를 전수하고 있
다. 제네바대학은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법발견연구, 입법기술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입법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 대학에서의 입법학 강의도 상당히 실무적이 성격이 강하여 법제방법론,
법령편집론 등의 강좌명으로 강의가 행하여지고, 입법학세미나는 연방법무성의 행
정공무원이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등 실무자의 참여가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e-러닝 입법학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타 정규 학생외의 사
람들을 대상으로도 입법학이 강의되고 있다. 특히, 제네바대학의 입법관련 교육과정
에서는 입법학과 관련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는 약 40년이 앞서 입법학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수의 입법학 서적이 출판되었고, 전문가도 이론이나 실무 양측면에서 많아 강의 가
능한 교수진은 적지 않은 편이다. 일본에서 입법학은 일본 74개의 로스쿨이 있은
대학을 조사한 결과 2009년도에 학부나 대학원에서 입법학관련 강좌가 있는 대학
은 1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개설 대학원의 비중이 23%로 나타났다. 순수 법학대
학원에 개설되는 숫자는 9개 법학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강좌
이상 개설 대학교 숫자는 6개 대학원으로 나타났다. 입법학 관련 강좌개설 수는 모
두 31개로 조사되었는데, 학부 및 일반대학원에 20개 강좌, 그리고 법학대학원에
11개 강좌가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학, 입법과정론, 법정책, 입법정책 등

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었다. 특이한 내용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는 무려 10강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입법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입법학의 특징은 실무와의 연계 학제 간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그리하여 입법학이란 이름보다는 입법과정이나 혹은 법정책학으로 소개되어
강의되고 있다.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를 강
의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다만 일본 로스쿨이 기형적 형태가 되어 일본 법학교
육이 수험법학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입법학 교육이 활발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하루 빨리 입법학연구의 질과 양을 넓히고 높혀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을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강의할 필요가
있다. 발달한 외국의 입법학 방법론을 참고로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입법
학 연구를 진행하고 실무와 연계된 강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학 교육에 있
어서도 단순히 교재에 의존하는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구체적인 입법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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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습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클리닉 강좌의 도입도 절실하다. 이러한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입법학을 개
념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학문으로 의식
할 수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 가능하면 주로 공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
객으로 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법제처나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실습을 나가서 실제 입법에 관
여하는 자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강좌교수와 실습 지도강사의
의견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입법학에 대한 현황과 실태의 분석이 행하여진 다음에는 이를 기초로 우
리나라 입법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학에 대한 몇 가지 발전방안과 정책지
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학의 발전 방안(법제실무 및 국회입법과의 연계 제고 방안)으로는 먼저 입법학의
구체적 내용을 설계, 구성하고 입법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입법학 교
재에 포함되어야 할 표준적 내용을 모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분석
하고, 표준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지적하여 교재내용의 대강을 제안
하였다. 국내 대학의 기존 입법학 커리큘럼과 외국의 입법학 관련 교재 내용을 참조하
고 법제실무의 현황과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학의 내용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입법학의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으로는 현행제도의 미비
점을 최단기간 내에 보완하여 입법학이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무적 활용도 측면에
서 제 기능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의 입법학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방안, 입법학 강의
가능 교수요원의 확보방안, 입법학 표준적 교재 준비, 입법학 실무를 익히기 위한 실무
교육방안, 입법학에 대한 교육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수강생 증대나 교육기회 확대 방안,
기존의 사법연수원 졸업생이나 기타 입법학 전공자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의 취업
진출방안, 입법학 교육을 위한 전문적 교육기관의 정부 내 설립방안, 입법학에 대한 적
극적 홍보방안 등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입법
학의 학문적 완성도와 교육적 가능성, 실무적 응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지원방안의
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관하여 과학
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입법학의 구체적 이론적 쟁점이나 개별 사항에 대한 심
도 있는 개별적 분석은 본 연구가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입법실무와 입법교육에서의 입법학 실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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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외국에서의 입법학 상황 등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학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이 보충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입
법학의 발전을 의하여 학계와 정부 모두 다 같이 노력하여 부족 부분을 보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 중에는 주로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
지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보다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부분을 적시하고 그
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입법학의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법학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그리고 법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인식제고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회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무가들에 대하여 입법학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입법전문가로 리쿠르트 하기 전에 사전 선발과정에서 입법학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선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선발고사의 한 부
분으로 하여 입법학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행정부 공무원이나 국회
의원 보좌관, 비서나 국회 일반직 공무원 채용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
입법학에 대한 지식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입법고시에서만 선택과목
으로 입법과정론이 있는데, 입법학 관련 과목을 행정고시의 일반행정직이나 법제연
구원 채용시험 등 보다 더 많은 입법관련 종사자의 선발시험에 시험과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전문가로 이미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무 교육을 통하여 입
법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의 법제
교육에서 입법학 관련 교육을 넓고도 깊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
육은 입법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정이 있은 후 실제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오
리엔테이션 교육이나 직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법학 관련 학생들에게 제고하기 위하여서 법과대학
에서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입법학 관련 강좌를 최대한 많이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부에서 입법전문가
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대학의 경
우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같이 필수과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법
연수원에서 현재 입법학 관련 교육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입법학이 최소한 선택과목
으로라도 하루빨리 개설되도록 행정부가 사법연수원 당국에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셋째, 입법학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입법학을 법전문
가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으로 하루빨리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방
법은 현실적으로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가장 빨리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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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행정고등고시에 시험과목으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예를 보더라도 입법학이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된다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민주화 이후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법을 통한 사회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입법학을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으
로 채택하여 국가공동체가 원하는 바른법, 더 좋은 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입법학강의를 담당할 교수진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입법실무가들에게 대학에서 입법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
여야 한다. 국회나 법제처 그리고 법제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실무에 상당
기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대학에서 입법학 관련 겸임교수나 초빙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급여는 대학에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에게 유급이나 무급휴직을 일정기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
구원 등에 파견되어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연구관이나 헌법
연구관으로 교수들이 일정기간 임명되어 일반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관여하여 실무
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데, 입법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가 법제처의 법제관이나 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으로 일정기간 임명되어 정부 입법안의 검토나 법제업무에 관련하여 실무적이면서
도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의 입
법관련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
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는 이들 교육의 대부분을 관련 기관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부분을 대학교수에게 의뢰하여 대학과 실무계 사이에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대학교수들도 이론만이 아니고 실무현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구원에서 입법학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직원을 자체 예산으로 대학원과정에 재학하게 하여 장래의 입법학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함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원래의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근무 후 전
문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3) 입법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확보하고 입법학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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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교육방송 등을 이용한 온라인 입법교육방법을 도입하도록 하
여야 한다. 시간이 없어 정규 교육기관에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이용하여 강의하도록 하여 이들이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실무에 관여하는 중앙이나 지방의
많은 공무원들은 본연의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
록 할 수 있다. 스위스와 같이 소정의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특별한 자격증명
을 주어 채용이나 승진시에 입법학 수강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이 입법학과 관련한 실무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실무수습기관을 지정하고 대학원생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실무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위한 정부내 교육담당자와 행정담당자를 지정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
생들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의
교육담당자는 실제 입법에 오랜 기간 관여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무전문가
로 하되 실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학생의 성적에 일정 부
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법교육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입법학관련 교육은 법제처가 직접 행하기보다는 입법교육원을 설립하여 독자적으
로 추진하고 그 교육의 대상이나 기간을 확장하고 교육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내용
의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도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부 차원에서 입법교육은

법제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시․도 법률교육, 시․

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공법인 법률교육, 중앙행정기관 입
법실무 과정, 지방자치단체 등 자방자치단체 법률교육 강사 지원 법률교육 등 많은
내용의 입법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제처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
은 교육종류가 다양하고 그 교육의 만족도도 높지만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
고 실무적 전문성과 학문적 깊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입법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직접
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법제처의 창의정책담당관실 공무원 2명이 이
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아주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 의정연수원의 조직의 운영을 참고 모델로 하여 법제처 산하에 입
법교육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제연구원이나 지방행정발전
연구원에서 입법교육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교육원의 설립은 시급

요약문 ∥

15

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6) 입법학 전공자들의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의 법제담당관을 입
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은 전통적인 송무 중심의 법률
가 양성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영역에 종사할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졸업 후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역(職域)이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학생들
이 상당수 법제처나 국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입법업무 담당자로 채용되고 있지
만 그 수는 졸업자 대비 0.8% 정도에 머무는 극히 미미한 숫자이다.
입법학을 발전시키려면 이 숫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 각 부처의
법제담당관을 입법학을 수강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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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Ⅰ. 글머리에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입법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도
구로 인식되었으나, 현대 복지국가에서 입법은 새로운 법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로 인하여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입법홍수’ 또는 ‘지나친 법규범화’라고 표현되는 법규범의 범람 현상이 이
러한 새로운 현상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
서는 경제, 복지 등 현대적 의미를 갖는 부문에 대한 엄청난 법률들이 만들어졌으
며, 특히 이렇게 양산되는 법률들은 이 부문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요청
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오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회는 법 제정의 내용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과 지위를 잃
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는 헌법상 입법부인 국회는 실질적으로는 통법부가
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매년 행정부의 주무부서에서 기초되어 국회를 통과하
여 공포되는 수백 가지의 법률들의 내용, 배경, 사회적 기초, 그리고 사회에 대한
효과와 해석의 방향 등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국회의
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되어버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입법권의 원천인
국민의 주권자적 지위는 명목화될 상황에 놓이고, 국민은 그 내용은 물론 존재 여
부조차 알지 못하는 엄청난 수의 법규범들의 범람 속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
는 상황이 나타났다.
각 나라의 법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이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법학에서는 이 문제를 입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화라는 목
표 하에서 입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입법학의 등장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강제력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각
개인들과 사회의 부분공동체들은 자신들의 부분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이 추
구하는 가치를 보편화하기 위하여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원주의
적 현상 속에서 여러 형태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통합을 이루는 방법은 법
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법치주의가 지난 시절 권위주의 시대의 강압에 의한
통치를 대신하여 국가통치의 기본적 형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에 의한 통치
도 기존의 권위주의 시대에서의 통치자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인 법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한 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각 개인들과 사회의 부분공동체들은 입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분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보편화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에 의원입법은 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의원입법만이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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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입법에 있어서도 각종 이익단체나 로비스트들이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부분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파당
적이거나 부분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전체의 공동선(common good)을 어떻게 확
보하느냐 하는 것이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1)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
주화 이후에 정당한 입법과 좋은 입법을 제정하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 공공성의 확
보하라는 차원에서 입법학에 대한 국가적 요청은 매우 강력한 것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입법학도 상당한
정도 발전하였다. 기존의 외국 입법례를 소개하거나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 머물
던 입법 연구 경향들과 결별하면서 학계에서나 실무계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입법학이 대두되었다. 특히 1998년 초 한국입법학회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활
동을 전개하여 왔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교육의 현실로 인하여 입법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약하고, 법해석학만을 법학의 주요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법조계로부터 입법학
은 아직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학은 법
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긴요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입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학계에서의 입법학 분야의 이
론적 발전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입법학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관·학·연의 긴밀한 연계와 소통을 통하여 입법학
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종전의 사법시험제도를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제도로 전환하면서 법조
인 배출이 급증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법률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법학
과 변호사제도 등 법률사무의 전 분야에 걸쳐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입법학회는 법제처 등과 함께 입법학과 입법실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확실
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상대로 하는 변호사시험과목에 입법
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추후에 입법학을 시험과목에
포함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과목에서는 제외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입법학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변호사의 업무비중이 높지 아니하며 로스쿨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이유
등을 법무부는 현시점에서 입법학을 변호사시험과목으로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설명하
였다.
입법학은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행정부와 국회에서 실무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성에서도
긴요한 학문분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기회로 하여 입법학을 과학적 학
문으로 정립함과 아울러 실무적 입법기술을 체계화하고 입법정책과 입법과정 및 입법평
가 등 입법관련 모든 분야를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호
1)이성환, 차기정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2007, 1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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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험에서 입법학 지식을 검증하며, 입법실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법시험 위주의 파행적 법률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 법전문가들
은 입법과정에서 소외되어 국가입법 정책결정에도 비법전문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옴
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정착과 확산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비록 법제
처나 국회가 최종적인 입법에 관여하였다고는 하나, 소관 행정부서에서 이미 법안이 작
성된 후 사후적으로 법령체제나 법령문구 등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국회의 경우에는 통법부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였다.
권위주의 체제 붕괴 후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법제처나 국회의 입법권이 실질화되고
강화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법령안을 입안 심사하면서도 입법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법정책학과 입법과정 등에서는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최근 의원입법의 증대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완벽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해석론에까지 부담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시켜 정
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국가정책형성에 참여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 최고의 법전문가들인
법학교수나 변호사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통제와 조정역할을 입법자들이 수행하여 이해관계의 대
립이 첨예한 분야의 입법과정에서도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좋은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
록 법전문가들이 입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학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입법분야의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전문가들의 중요 업무영역으로 입법업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
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입법적 역할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능력의 배양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업은 정확한 현실파
악과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의 발굴을 바탕으로 이를 해소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인데, 이러한 과업은 학계의 자발적인 노
력과 더불어,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최근 법치주의의 발전에 따라 입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을 통하여 법조인력 충원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실무 지향적인 입법 전문 변호
사를 양성하는 것이 전문 법학교육에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새로 개원한 법학전문
대학원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과과정이 필요함에도 입법학에 대하여는 아직 관심도
가 낮다. 입법학의 교수진도 충분하지 않으며 표준적인 교재도 아직 마련되지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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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낙후된 입법학을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입법학
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생소한 학문이었던 행정학이 개발
정책의 추진과 함께 행정고등고시 과목으로 행정학을 제시하자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오늘날과 같은 행정학 전성기를 맞이한 점을 참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입법학의 학문적 정립과 실무적
성과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학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발전가능성을 찾아내며 정부와 학계가 협동으로 최단기간 내에 입법학을 본 궤도에 올
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입법학을 교육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는 우선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공동체 통합의 학문적 수단이 되는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지원방안의
모색을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으로 하였다.

Ⅲ. 연구의 범위와 내용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지원방안의
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5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입법학의 개념이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입법학의 연구연혁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연구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영역으로는 입법분석론(입법일반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론
포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입법학의 실무적 적용영역 및
이론과 실무의 교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입법방법론과 관련하여 인접학문인 행
정학, 정책학 및 정치학과의 관련성과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입법학의 기원 및 발전과정
과 연구방법과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학 태동 및 성장과정 분석을 모두 포함하여 파악하
였다.
둘째, 입법학의 부문별 연구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부문을
입법이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론 포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으로 나
누어 입법학 관련 간행물과 단행본 및 연구실적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입법학회 등 관
련 학술활동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조사하고 분석(교과과정의 세부내용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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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획서 및 교재, 교수방법론 등 포함)하였다. 입법학 강의를 위하여 입법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입법학 관련 연구업적이 있어 입법학 강의가 가능한 교수 등 현황
(법제처와 법제연구원 및 국회사무처의 실무인력 중 강의가능자 포함)을 파악하였다. 그
리고 입법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이론만이 아니
고 입법학 실무 교육을 위하여 입법실무 수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제휴 현황을 파악
(인턴제 등)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현황
도 분석하였다.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이 부문에서의 입법학의
수요를 조사하고, 변호사의 법제·입법 관련기관으로의 진출과 활용현황을 파악함을 통하
여 입법학의 실용적 필요를 타진하였다. 국회와 법제처의 법제실무 강의 현황도 파악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대상 법률교육과목으로서의
법제실무 교육실적 및 성과 분석, 교육수강생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입법학 관련 기존의 연구성과인 간행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 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외의 관련 단행본, 연구논
문, 실무자료 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 수집하였다. 학계의 교수나 연구자만이 아니라 법
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사무처의 입법관련 교육교재와 문헌 목록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법학 교육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
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입법학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각 국의 입법학
내용의 특색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75개
로스쿨을 전수 조사하여 입법학 강의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대학
의 커리큘럼을 직접 조사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입법학에 대한 현황과 실태의 분석이 행하여진 다음에는 이를 기초로 입
법학에 대한 몇 가지 발전방안과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으로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최단기
간 내에 보완하여 입법학이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무적 활용도 측면에서도 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의 입법학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방안, 입법학 강의 가능 교수
요원의 확보방안, 입법학 표준적 교재 준비, 입법학 실무를 익히기 위한 실무교육방안,
입법학에 대한 교육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수강생 증대나 교육기회 확대 방안, 기존의
사법연수원 졸업생이나 기타 입법학 전공자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의 취업진출방
안, 입법학 교육을 위한 전문적 교육기관의 정부 내 설립방안, 입법학에 대한 적극적 홍
보방안 등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입법학 교재에 포함되
어야 할 표준적 내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표준교과서
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지적하여 교재내용의 대강을

제안하였다. 국내 대

학의 기존 입법학 커리큘럼과 외국의 입법학 관련 교재 내용을 참조하고 법제실무의 현
황과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학의 내용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학계와 실무계 입법학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지원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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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관하여 다양
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입법학의 구체적 이론적 쟁점이나 개별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개별적 분석은 본연구가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이
라는 성격에 비추어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였다.

Ⅳ.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설문 및 실태조사를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고, 연구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지극히 짧았기 때문에 개척
적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로는 입법학에 관련된 미국 및 독일 등의 외국자료와 법제자료를 분석하고,
입법학에 대한 국내문헌을 분석하였다. 외국대학에서의 입법학 교육에 대하여는 직접
해당대학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전부 자료를 검색한 후 분석하였다. 설문 및 실
태조사로는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입법학의 필요성과 유용성
에 대한 설문을 제기하고, 공직에 진출한 변호사, 입법·법제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입법실무분야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에서 실
제로 진행하는 강의를 강의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관계되는 교수들과 접촉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방식 등으로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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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 법학, 그리고 입법
1. 법, 법학, 그리고 입법
우리는 낯선 개념어를 접하게 되면, 그 개념어가 표현되는 단어(말)의 어원을 물
어보면서 그 개념의 정의를 파악하고자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그 개념의 발생
과 진화과정을 밝혀보는 과정을 통해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법’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원학적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이라는 개념의 발생을 추적할 때 우리는 결국
‘법 발생’, 즉 입법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묻는 것은 입법에 대하여 묻
는 것이다!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법이 생기는 것이고, 법
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입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을 탐구하는 법학은 입법
에 대한 궁구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현상이지만, 근대 이후 우리에
게 법은 법학의 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입법은 법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과는 그 분야를 달리 하여 입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독
립된 연구 분야로 입법학이 형성되는 것은 법학에 비하여 대단히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법을 개념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실정법학을 제외한다면(물론 공법학 등
실정법학에서도 입법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 포함되기도 한다), 법과 입법은 엄격
하게 구분되어 연구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살펴보건대, 근대 이전은 물론이고 근대 이후 사회 안에서의 법 현상을 분
석 대상으로 삼는 많은 연구들은 법과 입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아주 긴 시간을 기준으로, 이를테면 인류의 역사와 같은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면 입법과 법은 그 어느 것이 선후인가를 따지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법을 입법과의 관련 속애서, 그리고 입법을 법과의 관련 속에서 탐구해야
하는 논리적 정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자. 우리사회에서 벌어
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실 법규범과 관련되어 있다. 그
래서 법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치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법 환경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인간들은 그 환경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결
실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내용과 한계가 결정되기도 한
다.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가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일반적
으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법령들이 그 사회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문제
를 제기하고, 또한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미 존재하는 실정법령들을 확정된 대전제로 의심 없이 설정하고 그 법령의 틀 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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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화된 사항을 정리하여 포함시키는 것을 해결을 위한 최선의 판단방법으로
생각한다. 법 환경에서 인간과 법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의심 없이 일방적으로 대전
제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정법학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종의 일반 법학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면서도 무심코 넘어
가 버리기 쉬운 말 중에서 ‘...입법론으로 돌린다’라는 것이 있다. 특히 이 말은 이
미 존재하는 법적용의 3단논법의 대전제인 실정법률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의 사안 또는 분쟁을 위한 법률적인 ‘유보’인양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
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적합할 것이다.
실정법과 그것의 해석을 큰 항아리에 비유하고, 그 항아리에 부어 담을 수 있는
물을 사실의 사안과 분쟁으로 비유한다고 하자. 오랫동안 법학은 ‘실정법 항아리’에
사실의 물을 쏟아 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을 ‘적용과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거나 넘쳐나는 사실의 물은 법학의 대상에서 제
외되는데, 그 제외되는 것을 위해서 ‘입법론’이라는 단어는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의 진전에 따라 그 실정법 항아리의
크기가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항아리
와 물 넘침’ 현상은 그침이 없이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입법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 그 항아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가, 항아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이어야 하는가, 항아리에 담긴 물과 항아리 밖의 물
은 어떻게 다른가 등의 의문은 앞에서 말한 ‘...입법론으로 돌린다’라고 허무하게 끝
나버리는 법학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탐구를 부추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심
과 탐구가 바로 입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한 기
존 법학에서의 무책임한 ‘입법론’을 ‘입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전화시키는 원동력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입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현대 국가에서 법률과 입법의 현상에 대
한 인식의 지평을 제한없이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현대 국가에
서 법률과 입법의 문제는, 예를 들면 제정된 법률이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더 이
상 충분히 온전하게 완성할 수 없다거나, 입법 활동과 그 결과가 점증하면서 그 엄
청난 양과 복잡성에 대한 문제 등에 의해 비판을 넘어서서 무시의 차원까지 이르는
현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입법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 이후 법학과 입
법학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 법학, 그리고 입법”에
대한 본질적 또는 비판적인 연구 주제가 법학과 사회과학적 탐구에서 충분히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 현상에서 자주 지적되고 대안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법치주
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의 양
쪽의 적, 즉 법률 무시의 경향이나 법률 만능의 경향의 항존함은 바로 이러한 법률
과 입법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률과 입법
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는 “법률과 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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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의 원천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분석을 해야 할 것이며, 이전의
법학과 입법학의 연구 방법과 이상과는 다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하게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법률의 효력에서의 강제성들을 들어
법률과 입법의 파행된 모습을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과 노력들의 배후에 있는 패러
다임과 의도를 밝혀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법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입법자들, 또는 심지어는 법률과 입법
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법률과 입법에 대한 개
혁 작업들은 주로 “규율 치료Nomotherapie”를 추구했을 뿐이지 결코 “의미 치료
Logotherapie2)”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3) 물론 이 두 가지의 도식적 구분이 엄격
하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과 입법의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
혁 가능성의 한계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인식하면 할수록, 법률과 입법의 한계
또한 더 빨리 전반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법학 자체는 물
론이고 현실의 법치주의에서 하나의 진보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정법학의 논의와 방법론을 통해서 이러한 법률과 입법의 한계를 인식한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공법학을 중심으로 하는 실정법학에서 입
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혹시 그러한 논의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제
로 법률을 상정하지 않는 법학적 논의는 법학 영역에서 주변의 변죽을 울리는 것에
그치고 만다. 결국 법과 입법의 논의를 본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접
근방법의 지평이 넓혀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규범학 또는 사실학 한쪽에서 각
자의 영역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 자 사이의 다리를 놓고 넘나드는 방법
론에 이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입법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은 법학 영역에서 획기적인 지평확대는
물론이고, 법 정책을 비롯한 법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였다. 새로이 열린
지평세 필요한 것은 탐구의 방법에서의 다양성과 현실적합성의 고려라고 할 수 있
다. 이를테면 현대 국가에서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가진 법규범의 보다 합리적인 해
석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입법과 관련된 사실들을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

2) 의미치료란 소기의 과제에 대해 보다 충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어 의미를 찾아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Victor E. Frankl,
1905-1997)이 유태인 수용소(Theresienstadt, Auschwitz,Türkheim, Dachau, Bergen-Belsen 등) 생활에서
살아남은 뒤, 살아가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이나 상황,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고안한 치료법이다. logos는 ‘의미’를 뜻하고 로고데라피는 인간 실존의 의미와 더불어 그러한 의미를 찾으려
는 인간의 의지를 핵심으로 하는 치료이다. 즉, 인간은 그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존
재이다. 따라서 사람에겐 삶을 위하여 ‘무엇인가 뜻있는 것(의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빅터 프랭클
그 또한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었을 때 출판하려고 했던 원고를 몰수당해 그 원고를 다시 써야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수용소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3) Hans-Georg Heinrich und Manfred Welan "Gesetzgebung und Gesetzgebungskritik" in Ilmar
Tammelo/Erhart Mock(Hrsg.) Rechtstheorie und Gesetzgebung(verlag Peter Lang, 1986)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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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규범의 합리적 실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계기를 밝혀줌으로써 어떤 법정책적
가치판단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사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법사실과 법규범의 만남의 장이 ‘사법
(司法)’만이었던 것을 ‘입법’으로까지 넓혀주었고, 특히 입법에 있어서는 법규범에
대한 사회적 사실의 측면이 주된 관심을 끌었고, 따라서 사회과학적 방법이 적절하
게 개입될 여지는 충분하였다.
20세기는 자연과학, 특히 물리-화학에 있어서 인과관계 분석의 성공으로 시작되
었고, 사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사실성에 대한 과학적(사회학적) 설명이 전통적
인 도덕철학에 도전장을 던지게 된다4). 이 도전은 도덕에 관한 실증적 과학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의 체계로서 도덕과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자연에 대한 관찰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인과법칙에 의해서 실증적 자연과학
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신의 세계와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방법이 유
효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래의 도덕은 하나의 응용사회학
또는 합리적 예술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철학에의 도전은 법규범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입법에 관해서 전통적인 법해석학적 사고에서 사회과학적인 사고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전이는 당연하게 자연법칙과 같이 찾아오지는 않
았다. 사실 속에서 표현되는 인과적 결과(사회학적 객관성)가 바로 법규범으로 변하
는 것은 아닐뿐더러, 사실이 사실 이상의 그 어떤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가 또는 사
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바로 법규범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일인가 등의 문제가 해
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상적 세계에서 사실성과 규범성이 대립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실성과 규범
성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사실성과 규범성의 대립은 현실에서 존재와 당위의 대립
과 상응한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은 직설법으로 말하고, 법은 명령법으로 이루어진
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직설법적인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령적인 것
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론 존재와 당위가 현상에서 구분될 수 있
다고는 하지만, 과연 양자는 넘을 수 없는 골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인가? 사실성
과 규범성 사이의 골에는 서로 통하는 다리가 없으며 다리를 놓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현실이 끊임없이 법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은 내용적으로 현실과 완전
분리될 수 없다. 때문에 이 사실성과 규범성의 문제를 법철학은 이론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노력을 벌써부터 기울여왔다. 사실성에 대한 법철학적 표현인 소여(所與)는

4) 이 문제는 20세기 초에 ‘형이상학과 도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실증주의적 사회학자와 전통적인 철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특히 전자는 메타모랄적인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론적 도덕체계라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용하다고 지적하고, 도덕에 관한 실증 과학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Jean Carbonnier, Rechtssoziologie-Schriftenreihe zur Rehtssoziologie und Rechts- tatsachenforschung
Bd.31 ( Berlin, Duncker & Humblot, 1974), p.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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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세계,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형성된 세계, 특수한 의미에서의
법의 ‘실재’인 것이고, ‘규범형성력’을 갖는다. 그러나 소여는 사실적인

것 그 자체

는 아니고, 그 소여 속에 내포되어 있으면서 법에 대해 의미를 갖는 존재법칙성이
바로 규범형성력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성에 대한 법철학적 설명은 결국 소여의 내
용으로 ‘존재론적, 인간학적 소여’, ‘인간의 문화생활의 소여’ 등을 제시하고, ‘사물
의 본성’으로 보편화해서 이론화하였다. 법철학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지만 입법 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과 규범이 양 축으로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법과 소여의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전개할 방법론의 철학적 기초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물을 파악하
는 것으로서 가장 합목적인 방법은 실증 과학적 방법일 것이다. 즉, 사실성과 규범
성을 사물의 본성 논의로 전개하는 법철학적 방법, 특히 논리 중심의 법철학적 방
법은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면서 또 다시 규범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론 순환에로
빠져버리거나, 또는 정교하게 갖추어진 사실과 규범의 구분을 확고하게 하는데 기
여할 여지가 있다.

비록 똑같이 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법사회학은 이러한 법철학적 순환으로부터 나와서 사실과 규범의 나선형적 진행을
보장해주는 실증 과학적 방법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입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실성과 규범성의 다리들 중의 하나로 바로 존재론적
가정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5). 즉, 존재(Das Sein)는 존재이유(Seingrund)를 포함
하고 있고, 이 존재이유는 가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상(Das
Ideal)은 이미 우리 세계에 있으며 세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 존재론적 가정
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간다면 실존이 정신에 우선하며, 따라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서만이 법규범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논의를 좀더 확대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서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에서 법률은
선거를 매개로 희망의사에 따라 완성된다. 그리고 이 희망의사와 이것에 대한 의식
상황은 하나의 사실이고 또한 사실들의 집단화이다. 그리고 결국은 법으로 전화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인 것의 규범성을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위험이 항존한다. 왜냐하면 의지 또는 심리적인 현상이 사실인 것은 분명하지
만, 의지 또는 심리적인 현상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규범에 가까운
추상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규범성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실증사실에 근거하여 존재로부터 규범까지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과관계적 설명과 다수결적인 결론(많은 수는 정상적이고 적은 수는 비정상적이
다)에 의한 결론을 창출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결론으로부터 도출된 명제와 반
명제 내에 포함된 규범적 내용을 결코 설명하지 못한다. 끝없는 다수의 추구는 당
연히 보다 더 일찍 존재하였던 과거의 사실로 회귀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
5) Carbonnier, 앞의 책(1974), p.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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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대해서는 멀어진다. 그렇다고 만약에 되돌려 목적론주의적 선택으로 나아간
다면 사회과학 자신이 부정하였던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이 되고 만다.
그러면 사물의 본성에 의해서 입법이 이루어진다는 법철학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고, 모든 사실이 존재 이유를 갖는다는 존재론적인 당위에서도 벗어나서, 법과 입법
의 본연의 것을 탐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2. 법규범 형성의 역사
수천년 전부터 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집단 내에서 공동생활을 조정하
고, 집단의 안정에 기여해왔다. 규범을 통해 인류의 삶과 생존이, 그리고 인류의 공
존과 협동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규범은 인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집단 내에서 관
철되어왔다. 그리고 이 규범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철되었기 때문에 이 규
범들은 “사회 질서”를 형성하였다.
인류에게 있어서 석기시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
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는 규범에 의해서 기획되어왔다는 것이다. “인간은 법규범을
준수하는 동물이다. 그의 행동은 목적에 직접적으로 향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은 사회적 규준이나 관습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계산기와는 다르게 법규
범과 객체들의 인식을 통해 행동한다.”6)
규범은 글로 표현되지 않고 실천되었다. 질서는 살아있었다. 규범은 하나의 노하
우인데, 이것은 “몸짓”과 “모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배웠다. 사회생활에서의 현존
하는 질서는 각 법규들의 접합과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표본과 모방, 그리고 실천
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배워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전통화된 행위 기준들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과
행위가 바로 이 기준들의 구조에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전통화된
행위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언어는 오래 전부터 정보의 전달, 행위 방식의 조화, 그리고 사회 집단의 통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특수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몇 천 년
전부터 있었던 법규범 영역을 제도화하는 입법과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입법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후로도 오래 동안 입법은 제정(법의 창조)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확정 또는 발견이었다. 즉, “우르-남무Ur-Nammu와 함무라비로부터
솔로몬, 스파르타의 입법자Lycurgus 그리고 로마의 12동판법의 입법자들은 새로운
법의 창조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의도하였던 것이었
다.”7)
굳이 예외를 찾자면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형식적 의식을 통한 제안으로서의 법

6) R.S.Peters, The Concept of Motivation, 1959, p.5.
7) von Hayek는 단적으로 “법은 입법보다 더 오래됐다”라고 표현한다. F.A.von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제1권, pp.72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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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이 있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이 생산하는 규
율과는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또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때까지는 역시 여러 세기가 필요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끊임
없이 조정하여왔던 규율들은 천년동안 실천되었고 내재되었다. 오늘날에는 입법 없
이는 어떤 법도 없다는 관념이 일반적이지만, 실은 천년동안 입법 없이 법이 존재
하였다.
초기 로마법은 물론이고 유럽의 중세법에 시대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법과 제도
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의 발생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또한 인간의 법이 창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의 ‘미숙한’ 국민의식으로
볼 때 생소하였다.8) 종교적인 법을 보충하는 중세시대의 법률은 관습 이상의 것이
아니고, 더욱이 ‘좋고 오래된 법’은 현실적으로 종족 관습법이었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발견”되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재판 규범들은 외형적으로
는 항구적이며 고정되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새로운 사실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러한 규범들에게는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이 항상 주어졌다.9)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이곳저곳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이 발전하였
다. 신분을 통한 통치기구의 내부적 지배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지배자
들은 외부의 그 무엇을 통한 지배를 기획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배자들은
이제 법치주의라는 멋진 패러다임을 강변하면서, 결국 입법은 총아로 나타나게 되
었다. 이 과정은 통치 조직의 규율을 넘어서서, 형식적 법의 규율 그리고 결국은 실
제로 ‘법의 창조’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중세적인 다원주의와 정치적 권위의 계
층구조의 점진적인 해체를 통해서, 중세 사회를 각인하였던 ‘거대한 의무 굴레’와
‘혼잡한 봉건 질곡’의 붕괴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중세 시대에서 종교 권력과 현세 권력사이의 긴장관계는 여러 사회적 세력들과
집단들에게 제도적으로 자율적인 다양성과 다원주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
영역을 제공하였었다(물론 오늘날의 자유적 다원주의에 비해서는 너무나 낡은 형태
이지만). 예를 들면 장원제도과 도시에서의 신분적 지배, 그리고 종교적 지배, 수도
원적 지배, 봉건제후적 지배의 다양한 형태의 지배 구조가 여러 모습의 다원주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세적 다양성은 근대 일반적 민족 국가의 발생과 함께 차츰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 근대적 형태의 독점과 집중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켈젠에 따르면, 국
가는 일정 정도의 집중화에 도달한 법질서이다. 황제와 교황의 현세 지배 요구가
부인되고 붕괴된 후에, 국가 권력의 독점은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진
화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혁명이었다. 즉, 통일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그리고 내외
적으로 독립적인 무제한의 주권 획득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 했
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 주권자는 유일한 입법자가 되었다.
8) Max Kaser, Roemische Rechtsgeschichte, 1950, p.54.
9) Eugen Ehrlich, Grundlegung der Soziologie des Rechts, 1913,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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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발견’과 법의 창조가능성은 물론 서구에서 분권화된 기독교 보편왕국의
붕괴와 중앙집권적 국가 통일의 성립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앙집권과 왕조적인 국
가권력의 와해는 이전의 사회적 상태와 권위들로부터 인간 해방으로 나타났다. 주
권자의 시대는 바로 주체의 자율성 시대이다.
보댕의 주권자와 홉스의 군주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새로운 관료의
도움으로 입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법이라는 것은 이
전에는 주어졌던 것인 반면에, 이제는 만들어진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
리에게도 그 영향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혁명이자 위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근
대 주권적 시민국가와 함께 통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질서가 생겨났고, 이것과
함께 자본주의적 경제와 산업사회를 위한 전제가 생겨났다. 지방적이고, 특수하고,
종교적인 중간 권력들이 연속해서 그 권력을 잃어갔고, 신분적이고 봉건적으로 구
성된 사회가 평등해졌다. 따라서 내외부의 보다 많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권 국가
내에서 새로운 경제적 이해관계가 펼쳐졌다.
이렇게 보면 입법의 역사는 주권의 역사이고, 시민, 관료, 행정, 새 시대의 공적
국가의 역사이다. 그러나 또한 입법의 역사는 하나의 특정 관점에서 개인적 합리성
과 사회적 합리성 사이의 갈등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유럽 문화의 전개과정의 역사라
고 볼 수도 있다.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합리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안정성,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사회 질서와 세계의 창조 가
능성의 관념과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유럽 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관념은 ‘이성’을 세계 질서의
이해를 위한 열쇠로서 이해한다. 그리고 또한 불가침의 불가양의 권리를 갖는 인간
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유롭게 출생한, 즉 혈통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나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이해를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 영역 사이에 경계를 긋는 법질서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악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써 개념 지
워지는 육체적 노동을 포함하는 노동의 이해를 위해서, 사회 질서의 창조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했다.
이 제도들과 가치들은 서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원동력
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이것들은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냈는데, 이 동력으로 인하여
중세의 출구에서 르네상스, 인본주의 그리고 개혁의 위대한 정신적 움직임이 발원
하였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조직과 과학의 형성, 그리고 나중에는 위대한 유럽 혁
명, 계몽주의의 자유·평등의 요구, 인권의 근대적 사상 등이 발원하였다. 이러한 문
화적 기초 위에서 결국 근대 산업사회는 독자적으로 발생하였고, 비로소 더 이상
신분제적 의회가 아니라 동등한 선거권의 실현까지 발전한 근대 민주주의를 발전시
켰다.
한편 개인주의적 자유와 제도의 다양성이라는 서구의 전통은 시장경제적인 질서
와 열려진 사회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기본적 권리와 자유, 권력
분립과 헌법과 법률의 지배 관념은 국가 권력의 독점자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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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구 정치적 사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치주의 관념은 서구
의 근대 시민 국가가 딛고 극복한 절대주의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법치주의 개념은 국가에 대하여 한계를 지우면서 출발하였지만, 국가는 스스로 제
한되어야 했으며, 그렇게 되는 한에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영역들은 독자적으로
조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애당초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지배를 독점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치국가라는 개념은 아
마도 절대주의 시대의 고권적 행정에 대립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였을지는 몰
라도, 다른 한편인 입법이나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지나칠
정도로 미약하였다. 국가가 절대주의적인 상태에서 민주화된다는 것은 역설적이지
만 항상 곧 바로 사회에 대한 국가의 내외부적 개입을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법치국가는 입법을 통해서 국가가 사회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 원론적으로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
가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집단은 합헌적 도구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온, 질서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대 이상
의 국가 개입이 일반화되고,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방적인
국가 개입을 선포 했고, 국가의 관할권을 확장해야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빈곤한
대중을 구하겠다는 이유로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도 개입하였고,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 규율 메카니즘의 일상화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지나친 규범화, 국가화 그리고
관료화로 진전되었다. 이렇게 해서 의도와 상관없이 법치국가는 마침내 입법 국가
와 행정 국가가 되었고, 국가의 지배자들은 모든 가능한 형태와 모든 가능한 내용
을 담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스스로 정당화 하였다. 결국 ‘법률’이 ‘법’으로 동일
시되는 상황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3. 입법은 인류에게 무엇인가
인간은 아주 미완성의, 확정되지 않은, 그러나 적응력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
간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이다. 오직 사회 안에서만 안정과 생존
의 기회를 얻는다. 인간의 사회성 재능은, 특히 태생부터 갖은 주의 능력과, 규범과
규율에 대한 모방과 인식을 위한 관찰, 인간적 호기심, 학습 능력 그리고 언어 자질
등은 동물적 진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인간 개개인들이 탄생에
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생활에서, 특히 공동체에서 해야 할 길을 정확히 알려
주고 지시해준다.
인간은 스스로 행동에서 유전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규범적 구조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규범적 구조는
인간의 행동을 형성된 의식 구조와 사회 구성에 조화롭게 이끌고, ‘구분, 선택 그리
고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인간의 생각과 기대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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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알려진 질서에 의해 유도된다. 즉, 유전적 본능과 본능의 잔재가 아니라 규
범적 행위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삶은 일정범위에서 믿을 만 하고 항상적으
로 실현된다.
이 규범적 행위 기준은 변화될, 혹은 변화된 환경 조건과 삶의 사회문화적 조건
에 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규범적 기준들은 획득되어져야 하고
학습되어야 한다. 특히 원시 집단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본능적인 강제가 아니
라 하나의 의무이다. 본능으로부터 지속적인 분리를 통한 진화에서 만들어지는 균
열은 역사와 사회화 속에서 제도적 조건을 통해서 메워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행
위의 안정성과 상호의 규율화는 불안정한 본능의 잔재에 의해서 바로 제공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행위의 안정성과 상호의 규율화는 바로 이 제도에 의해 가능하
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확실한 안정성, 언행일치, 그리고 연속성
안에서 살고 생존한다. 이것은 삶에서 중요한 과제(예를 들면 가족과 소유 질서)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고,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서로 각자를 지탱하기 위해서, 본성
중에서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성질을 솎아내는 안정 장치를 위한
도구이다. 이 행위 기준은 동시에 부분적으로 내부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 생활 내
부에서 편안한 확실성과 중대한 면책의 기초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기준은 법규범으로 나타나고, 법규범을 통해서 말 그대로 위
대한 ‘합리화’가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 제도의 형성은 점점 구조주의적인 합
리주의에 근거하게 되고, 모든 사회 제도들은 형식적 법률 제정의 결과이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나아간다.
지금도 의미 있는 근대성의 원칙은 과학과 정치를 통해서 안정과 합리성의 창출
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근대의 기획들, 예를 들면 계몽,
자연과학, 생활의 세속화, 인간의 해방 등으로부터 오는 불확실한 불안과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합리적 계산에 근거하는 정치적 계획,
특히 입법을 통한 정치적 계획을 통해 건설적인 답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 또는 진보에서 입법은 하나의 중요한 역할 - 과거에는 신이 행했던 역할 을 담당하게 되었다. 법률에 대한 믿음은 마술과 기능에서 유사하였다.
어찌 되었든 법률은 과거에 행해진 ‘과도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어 기재이고, 새
로운 사회에서 점증하는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실증 불가능성에 대한 대답이었다.
과거에 일반적이던 소집단(무리, 촌락 공동체)에서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한 조화로
운 생활 계획은 근대의 기획을 고스라니 품은 법률을 통해서 대중사회에서 익명의
메카니즘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의 합리성
을 요구하는 특정의 규범 창출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
러한 소집단에서의 조화로운 직접적 행위는 오직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에서만이 어
렵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회의 조직화를 통해서 이해와 권력 관계의
일상적인 행위 강제는 당연한 듯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술같은 과정은 그 끝이 없는 듯 그 폭을 넓히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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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근대성의 기획에 다른 입법이 도전을 받을 차례이다. 입법을 통해 획득하려했
던 그 가치들, 즉 공동선, 집단 합리성, 개인적 생활 계획 등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균열이 일어난 지점에서 ‘입법비판’이 가해지게 되었다.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입법의 중요성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과
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였으나, 현대 국가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은
법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과 관련이 있다. 그 새로운 현상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른바 ‘입법홍수’ 또는 ‘지나친 법규범화’라고 표현되는 법규범의 범
람 현상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 복지 등 현대적 의미를 갖
는 부문에 대한 엄청난 법률들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이렇게 양산되는 법률들은 이
부문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오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회는 법 제정의 내
용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과 지위를 잃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는 헌법상
입법부인 국회는 실질적으로는 통법부가 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매년 행정부
의 주무부서에서 기초되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수백 가지의 법률들의 내용,
배경, 사회적 기초, 그리고 사회에 대한 효과와 해석의 방향 등이 국회에서 실질적
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되어버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물론 입법권의 원천인 국민의 주권자적 지위는 명목화될 상
황에 놓이고, 국민은 그 내용은 물론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엄청난 수의 법규
범들의 범람 속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각 나라의 법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이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법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입법에 대한 연구
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화라는
목표 하에서 입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입법학의 등장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
다. 각국의 입법연구 경향을 보면, 우선 근대 시민국가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고
전적 문헌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던 영국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은 영국 특유의 보통
법(commom law)체계의 정착과 함께 소홀히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특정 부분, 즉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의 영역에 중심을 두고 입법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
에서는 입법 연구가 주로 정치학적 측면으로 발달하여 정책학 또는 법정책학의 대
상으로 전개되었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는 근대 국가의 성립 시기부터
19세기 근대 자연법 철학과 법치국가 이념의 발달과 함께 입법에 대한 관심이 중
요하게 대두되었다. 유럽 대륙이 법실증주의적 분위기에 휩싸여 입법에 대한 관심
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20 세기 초반을 거친 후에는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입법
학을 법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제는 학문적 기반 위에서 실제상 도입을 겨
냥한 하나의 학문체계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정착된 유럽의 입법학은 초기에는 법
학의 영역으로 연구되다가 법해석학으로부터 독립한 입법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러한 과정에서 실증적인 방법의 도입, 그리고 영미 법정책학의 경험주의적 경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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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등으로 법정책학적 방법론이 활성화되는 추세로 전개되었다.
학문으로서 입법학이 갖는 의미는 그 연구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론이나 연구 기
술을 넘어서, 자신이 스스로 대상을 결정하고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찾는다
는 점에 있다. 즉, 기존의 다른 학문의 부차적인 영역으로서, 또는 여러 학문의 영
역, 심지어는 학제간 연구의 하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에
여러가지의 주변 영역을 갖고 학제간 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입법의 중요성과 입법학의 실제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는 우선 가장 먼저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과제가 전제되어 있다. 물론 입법의 목표로서 ‘좋은 법’
과 관련없이, 즉 입법의 대상인 법에 대한 가치 판단없이 또는 가치를 배제한 상태
에서 입법의 행태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이란 어떤 것이 되
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제기하지 않고, 실증주의적 객관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입
법기관, 입법과정, 입법행태에 관하여 사실적인 서술과 분석에 연구의 경계를 두는
실증주의 사회과학에서는 좋은 법이라는 입법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증적 사실의 분석과 행태의 분석으로는 입법의 많은 내포를 모두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즉, 실증주의적 정치학이나 사회학은 앞에서 말한 입법의 각 구성요소인 입
법자, 입법동기, 입법과정, 그리고 입법원칙-특히 입법에서 준거해야 하는 준칙인
입법 원칙의 영역-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 답변을 내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입법의 목표와 입법의 구성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와 미래의 입법
원칙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입법 연구는 가치학문 또는 가치관련 학문인 법학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고전적 논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철
학적, 법사회학적 과제로 남아 있는데, 입법에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접한 예를 들
어 보면, 벤담, 예링 등과 같이 사회의 공리 또는 사회적 이익에 적합한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거나, 자비니나 메인과 같이 생활 속에 이미 체화되어 있고 그 사회의
발전 단계에 적합하게 발견된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민주
주의적 헌법질서와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법을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의 기본과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커다란 줄기의 필요성으로부터 형성된
다. 그 하나는 입법학은 법규범 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법 제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후적인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제거하고, 나아가 현재 효력있는
실정법을 개선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
금까지의 법학은 현실적으로 법 적용과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학(司法
學, Rechtsprechungswissenschaft)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의적 실증
주의적 법학(dogmatisch-positivistische Jurisprudenz)에서는 법규범의 효력을 그
법규범의 발생 맥락과 분리하여 현재의 법규범과 현실의 사건의 해석을 접합시키려
는 작업이 주가 된다. 이러한 사법 중심의 법학, 그리고 해석 중심의 법학은 나름대
로 방법적으로 효과적이고 그 명확성과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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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학 논의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
성은 순환형태를 취하고, 해당 법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연구를 보장하지 못한
다. 여기에서 순환형태라고 함은 ‘법을 마치 자신으로부터 창출되는(aus sich
selbst heraus)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고, 해당 법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연
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정법 해석의 협소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점들에 대하여 실정법 해석의 문제에 대한 사전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법규범
제정에서 법적 그리고 초법률적인 일반 원칙의 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복리를
위한 조정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입법학에 대한 필요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 필
요성은 위와 같은 실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준칙(Richtlinien), 즉 입법의 지도
원리, 또는 법적 원칙의 추구로 연결되고, 결국 입법학에서는 입법의 원칙을 정립하
는 것이 규범학과 사실학을 통합하는 핵심이 된다.
입법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확정지을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법학에 다양
한 연구 방법과 다차원적인 관점, 특히 입법정책학적 방법론, 법사회학적 방법론 등
이 도입되면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사회 변화에
서, 이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기존 법체계 내로, 그리고 법 내용 안으
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 변화를 위해 각종의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
하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법 제정 그리고 법 폐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입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
에서 입법 내용의 실질적 결정자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규정된 것들보다 더 깊은 곳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 생성과 효력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작용
하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의 분석과 평가가 바로 입법 연구의 중심 주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입법을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파악하려면, 입
법학은 ‘전체 사회과정으로서 입법’(Gesetzgebung als gesamtgesellschaftlicher
Prozeß)을 대상으로 하고, 법규범 및 입법과 사회적 제 조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제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특히 국가의 정당화 과정,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입법학은 입법의 원칙에서부터 구체적인 개별 법규범의 제정 상황, 그리
고 입법의 사회적 제조건들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입법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4. 근대성의 기획 - 법률과 입법
미리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적 입법은 서구 합리주의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있
고, 합리화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종교로부터 세속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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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규범화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세속화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에 의해 근본
적 합의로써 유일하게 유지되어온 중세사회 체계가 형해화 되었고, 입법을 통한 중
앙집권적 규범화를 통해 입법 담당자들이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법 제정
의 전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 국가의 성립과 신분으로부터 해방의 과정에서, 봉건적인 권력 관계 대신에
정치적·법적 관계의 총체적인 문화로서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은
법률 수범자 일반에게 사실 관계에 적용될 추상적인 규율을 부여한다는 일반성과
보편성의 특징을 갖는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법률의 일반성은 동시에 평등의 창
조를 의미’한다.10) 과거의 신분 차별과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이의 ‘평등’을 목
적으로 한다는 근대의 기획은 결국 법률의 일반성과 보편성, 그리고 추상성으로부
터 담보될 수 있었다.
일반성과 보편성을 갖는 법률로 구현될 수 있는 계몽과 합리주의의 시대는 당연
하게 끊임없이 실정법률의 제정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는 법전화(法典化)의
시대였다. 사적 자치, 소유와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는 입법은 무엇보다 법률 형태에
스며들어있는 근대 합리주의적 요구에 딱 맞아떨어졌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밀
접하게 연관되었다.
사실 현대의 입법론과 방법론에 비하면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18세기 말 법전화
시기의 입법론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법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시민법대전과 근대형법의 법전화는 사실의 세계에
대한 규범적 파악이라는 근대 입법적 패러다임을 토대로 출발하였고 시도되었다.
법전화를 통해서 이제 시민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의
보호 영역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것에 머물고 만다. 근대 법전은 법률을 통해서 확보된 자유행위영역 안
에서 각 개인이 자유로울 것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영역 내에서 행
위자는 자신이 아는 정보 지식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선에
서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인간은 정보가 빈약하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자신의 계획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부
족하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원 전체는 공동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개개인은 각자의 정보, 즉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수많은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 상
이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적절하게 살아가게 되는가?
근대 시민 사회의 기획은 합리적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의 다양한 분권화, 그리고
개인의 지식과 사실 인식의 완전한 개방과 교류 등으로 대답을 하였다. 시장의 자
발적인 질서, 시장의 발생 과정, 경쟁과 그 동력, 개인의 이기주의 등은 어떤 물리
학자나 법학자가 가질 수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질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10) Martin Kriele, Einfuehung in die Staatlehre, 1975,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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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인적 목적들이 달성되는 것, 그리고 이 목적들이 조종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유 개인들의 사회에 상응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규제적 일반 규율들의 틀 안에서, 그리고 그 기초위에서 자발적인 질
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질서들은 우리가 지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
장 현명한 입법자가 구성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지식을 이용하
여 구축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어떤 개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설명보다 더 많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항시적인 상호 적응하는 거래, 행위 기대, 그리고 생활 계획의
덕으로 돌리게 된다.
본래적 의미로 입법은 원래 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하
고 자유로운 공간을 설정해야하는 과제에 대한 해답이어야 했다. 따라서 국가의 개
입은 개인의 사적 자치를 부여하고 보장하는 한에서, 자유 공간의 보호와 그 경계
를 보호하는 한에서, 그리고 이 자유공간 또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평화적인 공동
생활을 침해하는 특정 행위 방식을 금지하는 한에서,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사고의 방식을 제안하고 근대 사회 구성의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던 많은 사상가들의 출발 지점이 ‘개인 자유와 자율적 인간’이었고,
근대 입법의 과제가 인간과 개인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대 입법의 실제는 경향적으로, 입법이 인간의 행위 방식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창조의 결과인 것처럼, 사회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근
대의 합리성의 기획이 입법에 의한 사회 과정의 조형 가능성 혹은 규율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하나의 실험일 뿐이었고, 그 실험에서 인간과 사회의 발전과 진보
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근대 기획에 의한 법률과 입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
무리 구조적 체계와 상호 소통을 근거로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근
대적 입법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법률과 입법 비판은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관계’를 전제하고, ‘위로부
터’ 지시되는 내용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 관념들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 실체의 존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법률에 대하여 기대(혹은 차라리 소망이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대는
애초에 법률에 주어진 것이라고 해도 좋다. 예를 들면 ‘법률이 바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기를 기대’와 ‘입법에 의해 어떤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생활계획은 이렇게 법률에 주어진 기대들과 현실에서 법률의 효과 등이 착
종되면서 행위 기준으로써 법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전술전략만 남게 되는 경
험을 자주하게 된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법률에 대해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부여한 기대의 내용은 법률과 입법이 표방한 기본적 관념들과 직접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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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지점을 근대 법률과 입법의 배경에 있는 근본적 관념들에 둔다면, 우선
직접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법률이 공동선 또는 국민 의사와 상응하지 않는다.
② 법률이 결코 “합리적” 문제 해결을 나타내지 않는다.
③ 법률이 필수적이지 않다.
④ 법률이 규율 의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 잠재력도 갖고 있지 않다.
⑤ 법률이 어떠한 통일적인 내부 논리도 제시하지 않는다.
사실 직접민주주의 관점에서 제기한 이와 같은 근대 법률과 입법에 대한 비판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비판에 따라 법률이 공동선도 아니고 합리적
해결 능력도 없고 필수적이지 않으며 통일적인 내부논리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
시 말해서 근대적 기획에 의한 법률과 입법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원리들이 모두
부인된다면, 근대 법률과 입법은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근대적 법률과 입법은 나름대로 자기방어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왔다.
한편으로는 위의 비판 내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기본 전제를 거듭하여 강변하기
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의 비판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우
회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법률과 입법의 문제점을 세밀한
(언어)기술적인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언어기술적인 차원의 논의에 따르면,
법규범의 효과는 주로 자신의 언어적 표현에 달려 있고, 입법 기술의 목적은 다름
이 아니고 규범의 법정책적인 목적을 최대한 적확한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규
범적인 사고에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수범자들은 법 상황을 깨닫
게 되고, 이 법률에 맞게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
적인 성과는 현실적으로 고도의 언어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고, 언어의
합리성에 의해 관련 규율의 합리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법률들은 준수될 것이라
고 소박한 결론을 강변한다.
5. 법률비판과 입법비판
일상생활에서 작동하고 있는 개념에 대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성격
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면서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그 외포와 내
연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사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개념들 중에서 입법이라는 개념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 개념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은 단지 규범적인 세계에
만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의 세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념의 신비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신비적인 요소를 벗겨 내야할 것인지 아니면 신비적인 그 세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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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그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해야할 것인지 접근방법 자체에서부터 판단을 요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개념의 현실태와 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 준거해야하는 기준과 도달해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목표를 법률과 입법에의 과도한 요구들을 거부하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획득
하는 데에 두고자 한다. 이것 자체도 달성하기 힘든 것이라면, 이러한 비판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의 가능한 성과를 ‘입법자들’과 그들에 대한 비판자들 사이의 좀더 충
분한 의사소통 전도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제기한 근대 법률과 입법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 관점에 대한 비
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법률은 공동선 또는 국민 의사의 표현일 수 없다. 사실 공동선 혹은 국민의
의사는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되고 결정될
수가 없다. “법률은 일반적 이익을 실현한다”라는 이상적인 문구는 그 자체로 규율
로서의 법률을 합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각 법률이 국민 의사의 표
현으로 여겨진다면, 여기서 이 ‘여겨진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허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 사회의 복잡성 정도는 사회 전체의 타협과
합의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립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평등’과 ‘정당성’
과 같은 가치문제로 연결된다.
둘째, 법률만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법률이 관여하는(법률
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문제 사안’은 많은 요소들이 포함된 사회적
인 문제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에서 실제로 법률이 해결할 수 있는 요소는 기껏해
야 한 부분이다. 입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 법률안이 관계하는 사
회적 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적 문제사
안에 대한 실증적이고 설명이나 대안 분석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회
적 문제에 대해서 정부(입법자)의 의도나 이해관계를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반화시
키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자’는 자신의 이해가 언급되면 항상 즉
각적으로 반응한다. 어찌 보면 정부의 의도는 항상 ‘자신을 위한 이익’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 국가에서 ’입법자‘가 행정부로 축소되면 될 수록, 문제 사안
에 대한 입법과 법률적 규율의 과정이 행정부와 행정부의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으
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 사회적 문
제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이 아니라 ‘입법자 자신의 이해’를 그대로 표현한 것
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수범자인 국민도 자신의 이해가 포함된 문제
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사안이 ‘입법자’의 구미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가끔 ‘입법자’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 사안
을 해결하고자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동인(動因)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
하기도 한다. 실은 입법 현실에서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동인을 도구화하여 실질적
으로는 ‘입법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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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입법자)와 관련된 문제 사안들이 외부적인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우회적인 모습으로 탈의도의 모습을 띠고 생산된다는 것이다.
셋째, 법률이 항상 또는 전반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다. 모든 규범은 자신의 사회
적 역사를 갖는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법
률을 발생케 하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이 수범자들에게 하나하나 직접적이고
동시에 알려지지는 않고, 심지어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법률의 수사적 문장
이나 기타의 자료를 통해서는 거의 인식할 수 없게 되어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법률을 발생시킨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법률의 문장과 해석 등을 근
거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과 맥락의 재구성은 그리 쉽지만
은 않다. 왜냐하면 법률을 발생시킨 사회적 상황과 맥락은 이미 법률의 문장 속에
용해되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사라진 그것을 다시 찾아 재구성하려는 것은 법
률을 탄생시킨 ‘입법자’(정부)의 내막에 존재하는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지난한 과
정을 거쳐야 한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부의 자료를 얻는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허망한 것인지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사회과학자들은 손쉬운
해석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상의 ‘제2의 현실’을 구성하는 위험에 쉽게 빠지기
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법률의 필요성과 필수적 요청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매우 불확실하며 자기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법률의 필수성을 사
회적 맥락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는 가상하다. 왜냐하면 어떤 법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고도로 객관적·추상적인 설명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위 맥
락에서 답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라

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완성될 수 있다.
법률의 발생 동기, 그리고 실제로 법률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실
의 입법 상황은 비교적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다. 즉, 현대 국가에서 입법상황은 사
실에 기초하는, 입법자의 고객(수범자)에 의해 동기 유발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 체
계의 영역 내부에 있는 동기로부터 법률이 제정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적 맥락과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치인들의 선거공약, 정부 자신의 입장, 그리고
정당 강령이나 목적 등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입법에
의한 법률에 ‘거짓 법률 Potemkinische Gesetz’11)이라는 별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의 완전하게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만 구성되고 표현된
것이고, 사실적인 삶의 관계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그런 법률이다.
넷째, 어떤 법률도 규율이 아니고, 따라서 문제 해결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
법적 규율의 이상적인 형태는 ‘입법자’와 ‘수범자’ 사이의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률안의 기초(起草)부터 수범자에 의한 준수

또

11) 여기에서 포템킨 법률은 러시아의 ‘포템킨 빌리지’를 비유하여 만들 말이다. 1787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
제가 새로 합병한 크림반도 시찰에 나섰다. 극도로 낙후된 그 지역의 지사는 여제의 정부(情夫)인 그레고리
포템킨이었다. 그는 여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략을 세운다. 두꺼운 종이에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그려 놓고
여제의 배가 지나는 강둑에 세워뒀다. 여제가 지나고 나면 부랴부랴 그림을 하류로 옮겨 빈곤을 감추고 개발
이 잘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이야기는 과장된 게 분명하지만 그 뒤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꾸며낸 눈가림을 뜻하는 포템킨 빌리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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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기구에 의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법률과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의
사소통의 방해와 침해가 존재한다. 입법자나 수범자, 그리고 국가 기구에 의한 집행
모두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가 온전하게 달성되지 않는다. 우리 삶의
계획과 사회적 지위의 다양성 속에서 수많은 법률들은 특정 영역의 수범자들에게만
의미 있게 다가가고 법률은 이 지점에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도구의 대상이 된
다.
근대 법률들은 기술적 언어로 구성되고, 기술적 언어는 근대 사회의 구성 조건에
근거한다. 또한 근대 법률들은 경험적인 삶의 세계나 맥락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
반적인 원칙들로부터 도출된다. 근대 사회는 이러한 원칙(자유, 정의, 약자의 보호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럴싸하게 구성되었고, 보기 좋게 ‘이성’을 바탕으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근대 법률이 의지하고 있는 원칙들에 의해 이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상의 삶이 몇 개의 ‘법적으로 승화된 상황들’에 의해서 대치되었다. 그리고 이 원
칙을 통해 분업적으로 조직된 국가의 결정 과정의 통일성과 종합성이 보장되어야했
다.
근대 법률에 따라서 일상생활의 경험적 삶은 가로질러 놓여있는 분석적 범주(행
정 조직에 의해 적절하게 나눠진 범주)속으로 쪼개지고 분배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결국 일상의 삶의 사실들(출생, 사망, 혼인, 질병 등)은 법률들(민법, 사회법, 경제
법, 절차법, 행정법 등)을 통해 완전히 다른 범주에 배당되고, ‘수평적인’ 삶의 영역
이 입법이라는 ‘수직적인’ 조치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 수직적 조치에 의해 분해된
일상의 삶이 재구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입법에 의해 생산된 법률은 삶에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규율이 아니다. 법률을 통한 절대적인 규율 가능성은 하나
의 신화이다. 백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영역에서만, 혹은 ‘관리’의 영역에
서만 상대적인 규율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법률은 어떤한 통일적인 내부 논리를 갖지 않는다. 법률은 여러 가지 이
해의 산물이고 동시에 ‘일반성의 이해’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 사회
에서 발생한 법률들에게 찬성과 반대, 예외와 일반, 일반 조항과 불확정 개념 등의
변환과 접합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적인 내부논리를 찾으려고
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유령을 보고자 하는 것과 같다.
특정 법률을 분석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위 맥락에서 출발하는 것이
다. 도덕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기술적인 판단은 각기 상이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법률과 입법의 신비주이를 지적하면서 프란츠 노이만은 법률들의 기능
변화를 사회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경제적 독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의
법률들은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제 질서에서의 법률들과 결코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예를 들면서, 근대적 법률을 결국 근대라고 하는 시대성의 결과로 보았
다. 그런데 근대의 고전적의미의 법률이 형태로 남아있고, 경제 구조가 변화된다면
당연하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2) 결국 근대 법률과 입법의 문제점들은 변화
12) F. L. Neumann, Demokratischer und autorutaerer Staa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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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회적 과정과 법률 집행과정의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민주적 원칙과 규율
기준의 갈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입법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주어지 제안들(예를 들면 ‘좋고 알기 쉬운 법률로
의 길’)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입법자
에 대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들 수 있는데, ‘쉬운 용어’와 ‘법 용어의 일상 용어
화’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는 법률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입법자들 사이에서조차 단지 모호함과 불명확함
으로 인한 논박과 비판의 여지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스땅달은 자신의 문체를
훈련하기 위에서 ‘프랑스 시민법대전Code Civil’을 읽었다. 그는 법전의 언어를 가
장 정확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의 익명적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쉽고 평이하며 일상적인 법 용어의 요청은 그 끝이 없을 정도의
요청이다. 19세기 독일의 공증인 두베(Duwe)는 법 용어와 관청 용어를 짧게 ‘조문
의 정글 속에서의 원주민의 방언’이라고 비아냥 거렸듯이13),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
는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일반인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의 독특
한 문법과 단어를 새로 배워야하는 한다. 법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인이 법률에 친숙하기 위해서 그러면 초중고 학교 교과과정에 계속해서 더 많은 법
학을 넣어야 하는가? 아니면 법률을 제정할 때 쉬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감
시·통제하는 언어 경찰을 입법 체계에 투입해야 하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률가들이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나태나 무관심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입법과 관련한 안정성 제고와 합의 전략이다. 물론 평이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전제를 마
련해준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순전히 용어문
제만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껏해야 법률 공보의 구독자나 법전의 독자의 수를 조
금 높이는 정도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
에서 ‘나쁘고 까다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입법자의 상황과 입법 과정의 구체적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입법학의 필요성과 등장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입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업적은 현재 우리 시대의 법과
입법에 관한 기본 관점에 흡수되어 나름대로의 방향성 또는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경향들은 현재의 법학과 법현실에서 발생, 점증하는 요구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입법 연구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입법 연구를 입법학(Science of Legislation; Gesetzgebungswissenschaft)14)이라
13) Hans-Georg Heinrich und Manfred Welan의 앞의 글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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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화의 요청을 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독자적
인 학문으로 입법학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세기 중반이다. 영국에서 근대 시
민 국가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 문헌에서 논의가 시작된 입법에 관한 관심
은 점차 보통법(Common law)체계의 정착과 함께 뒷전으로 밀리고,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statutory powers)을 중심으로 입법에 관한 논의는 축소되었다. 또는 이러
한 전통이 미국에서는 정치학적 측면으로 발달하여 정책학 또는 법정책학의 한 영
역으로 입법을 연구하게 되었다15).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는 19세기 자연법 철학과 법치국가의 논의가 전개되는 동시에 입법의 중요성이 인
정되어 법학으로서의 입법학이 정착되었다. 20세기의 법실증주의적 분위기가 독일
을 휩싸고 있을 때, 입법학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이후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입법학을 법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였고, 이제 독일에서는 “학문적 기반
과 실제상에로의 도입을 겨냥한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정착16)”되었다. 이렇게 정착
된 입법학은 초기에는 법학의 영역으로 연구되어오다가 법해석학으로부터 독립적인
입법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실증적 분석 방법의 도입, 그리고 영미
의 법정책학의 경험주의적 경향의 영향 등으로 법정책학적 방법론이 활성화되는 추
세로 전개되었다.
학문으로서 입법학의 의미는 그 연구의 대상을 접근하는 방법론이나 연구 기술을
넘어서, 자신이 스스로 대상을 결정하고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찾는다는 점
에 있다. 즉, 기존의 다른 학문의 부차적 영역(Nebengebiet)으로서, 또는 여러 학문
의 경계영역(Grenzegebiet), 심지어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하나로 머
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에 여러가지의 주변영역을 갖고 학제간 연
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입법학은 법학으로서 또는 학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까지 입법학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현실에서 존재해왔던 입법 영역에
관한 여러가지 중요성을 통해서 답변되어야 할 것이다17). 입법의 중요성과 입법학
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에는 우선 가장 먼저 ‘좋은 법(good laws; gute
Gesetze)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과제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14) 유럽에서 현대 입법학을 이론적으로 체게화했던 Peter Noll은 입법학은 “합리적인 규범 제정과 규범 형성을
위한 목적, 기준, 원칙 그리고 안내와 함께 법규범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Peter
Noll, Gesetzgebung (rororo studium Nr.37. 1973), pp.10-15 참조.
15) 정책학(Policy science)적 관점에서 입법을 연구한 것으로 Lasswell, Policy Science 1(New York, 1970)
을 참조. Beutel은 이러한 미국에서의 법정책학적 입법연구를 실험법학(Experimentelle Jurisprudenz)라고 표
현하기도 하였다. Frederick K.Beutel, Die Experimentelle Rechtswissenschaft(Berlin, 1971).
16) K.H.Matern, "Zur Anwendung der Gesetzgebungslehre",
Verwaltung(Hrsg.)( Regensburg, 1984), p.2 참조.

in: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17) 입법학이 엄밀한 학문(과학)이냐 어떠냐 하는 질문과 관계없이 입법을 체계적, 학문적으로 연구 분석해야 할
요청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입법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활동을 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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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다. 여기에서 과연 무엇이 좋은 법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우선 앞에서 서술한 법과 입법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서 그 해결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후술할 법 개념과 관련해서 설명된다. 일단은 많은 내포를 가진 민주
주의적 헌법질서와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에 적합한 입법에 의한 합
리적인 법이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좋은 법’을 만든다는 입법학의 과제에서 가치 판단, 즉 규범
성은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또는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객관
성’을 이유로, 가치 판단의 측면인

규범성을 배제하고 전개하는 입법학 이론도 있

을 수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정치학적 입법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실학문인 정
치학은 입법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론은 제기하지 않고, 결국 입법 논
의에서 규범성을 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학에서는 입
법기관(legislature),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 입법행태(legislative behavior)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에 관한 사실적 진술이나 설명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도 더 크게는 정치기관, 정치과정, 정치행태의 한 중요한 부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학적 연구방법이나 학문적 목표에 기반
한 입법 연구는 단지 정치학의 한 부분으로 대상을 입법기관, 입법과정, 입법행태를
다루는 것이지, 결코 입법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입법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입법학의 기본과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커다란 줄기의 필요성으로부터 형성
된다. 그 하나는 입법학은 법규범 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법 제정 후에 일어날
수있는 사후적인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제거하고, 나아가 현재 효력있는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까지를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금
까지의 법학은 현실적으로 법 적용과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司法學
(Rechtssprechungs wissenschaft)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8). 특히 교의적 실증
주의적 법학(dogmatisch positivistische Jurisprudenz)에서는 법규범의 효력을 그
법규범의 발생 맥락과 분리하여 현재의 법규범과 현실의 사건의 해석을 접합시키려
는 작업이 주가 된다. 이러한 司法 중심의 법학, 그리고 해석 중심의 법학은 나름대
로 방법적으로 효과적이고 그 명확성과 사회적 기능에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법학 논의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은 순환형태를
취하고, 해당 법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연구를 보장하지 못한다.19) 여기에서
순환형태라고 함은 ‘법을 마치 스스로부터 창출되는(aus sich selbst heraus) 것’으
로 파악한다는 것이고, 해당 법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연구를 보장하지 못한다
는 것은 제정법 해석의 협소함을 말하는 것이다20).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실정
18) 이러한 지배적인 법학적 ‘전통’에 대하여 입법학은 ‘과학적인 법정책학(wissenschaftliche Rechtspolitik)’이
라는 의미를 갖고 하나의 사회과학적 성격을 띤다고 여겨져왔다. 이에 관해서는 “Gesetzgebung", in:
3.Rechtssoziologie, Ergänzbares Lexikon des Rechts( Luchterhand, 1991), p.2 참조.
19) Johann J.Hagen, "Der historische Gesetzgeber", in: Ilmar Tamelo und Erhard Mock(Hrsg.),
Rechtstheorie und Gesetzgebung(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2), pp.443-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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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의 문제에 대한 사전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법규범 제정에 있어서 법적
그리고 초법률적인 일반 원칙의 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복리를 위한 조정 장
치의 마련을 위해서 입법학에 대한 필요는 점점 강해져왔다. 이 필요성은 위와 같
은 실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준칙(Richtlinien), 즉

입법의 지도 원리, 또는 법

적 원칙의 추구로 연결되고, 결국은 입법학에 있어서 입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규범학과 사실학을 통합하는 핵심이 된다.
입법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확정지을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법학에서 다
양한 연구 방법과 다차원적인 관점, 특히 입법정책학적 방법론, 법사회학적 방법론
등이 도입되면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사회 변화
에서, 이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기존 법 체계 내로, 그리고 법 내용
안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변화를 위해 각종의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하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법 제정 그리고 법 폐지가 이루어진다21).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
한 과정에서 입법 내용의 실질적 결정자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규정된 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 생성과 효력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
서 작용하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의 분석과 평가가 바로 입법 연구의 중심 주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사회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입법을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파악하
려면,

이

입법학은

‘전체

사회

과정으로서의

입법

(Gesetzgebung

als

gesamtgesell- schaftlicher Prozeß)’을 대상으로 하고, 법규범 및 입법과 사회적
제 조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22).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제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 특히 국가의 정당화 과정, 그
리고 이데올로기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입법학은 입법의 원칙에서 부터 구체적인 개별 법규범의 제정 상황,
그리고 입법의 사회적 제조건들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
에서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하나의 학문으로서 입법학은 인정되고 있다.
1. 입법학의 연구 대상
우리는 강의의 모두에서 제기한 문제가 바로 입법학의 연구 대상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원칙과 동기(입법의 원칙과 동기), 누가(입법자 또는 입법기구), 어떠한 과정
20) 최대권, “제정법의 해석”, 법학(서울대) 제30권 1.2호 1989, pp.122 - 123 참조.
21) Johann J.Hagen 앞의 책(1982), p.444 참조.
22) 입법에 관한 논의는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입법의 개별 상황, 즉, 제도적
인 조건들에 대한 검토이고, 또 하나는 전체 사회의 과정으로 각 영역을 검토하는 것이다. 바로 후자의 방향
이 법사회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R.Lautmann, "Gesetzgebung als gesamtgesellschaftlicher Prozeß", in:
F.Rotter/G.Dux/R.Lautmann(Hrsg.), Rechtssoziologie (Heidelberg, 1980), p.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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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입법 과정), 어떠한 기술적 방법으로(입법 방법 또는 입법 기술) 법이 제정되
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답하는 것이 입법학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
에 따라 또한 입법학의 연구 대상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입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는 입법 이론, 입법 기구, 입법 과정, 그리고 입법 기술을 들고 있다23).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전개되는 입법학의 대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을 구체적
주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규범의 내용, 규범의 형태, 규범 제정의 방법, 그
리고 규범 제정의 과정24).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한 여러가지 학문적인 접근
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왔다.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 규범의 내용에 관한 연구는, 미시 분석의 경우 -

대상

이 되는 특정 규범의 목적과 유효성에 대한 분석 - 에는 특정 규범에 대한 법정책
학 연구를 근거로 하고 법해석학과 법사회학에 의한 연구에 도움을 얻고, 거시적인
경우 - 다수의 규범에 대하여 일반성에 관한 분석 - 에는 법사회학과 법정책학 연
구에 근거한다. 규범의 형태에 관한 연구는 미시적인 경우에는 법해석학 연구의 도
움으로 이루어지고, 거시적인 경우에는 입법기술(학)을 근거로하여 법해석학의 도움
을 얻는다. 규범 제정의 방법에 관한 연구는 입법방법(학)을 근거로 하여 법사회학,
사회학적 법학, 그리고 계획학(Planungswissenschaften)의 도움으로 행해진다. 규
범 제정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입법과정(학)을 근거로 하고 국가법해석학, 국가학,
정치학, 그리고 계획학 연구가 도움을 준다25).
이러한 입법학 연구 방향에 따라 우리는 입법학(Gesetzgebungswissenschaft)의
연구

대상을

이론적

영역(Gesetzgebungstheorie)과

실천적

영역

(Gesetzgebungslehre)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영역은 ‘이론적 법학으로
서 입법학26)’,‘입법과 법률개념에 관한 연구27)’,‘법정책학적 논증28)’,‘입법이론29)’ 등
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입법에 관한 보편적인 원칙을
찾아보려는 입법 원칙 논의도 이론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30).
23) 다음의 제2절에서 설명할 입법학의 방법론에서 법학적 입장과 법정책학적 입장, 그리고 그외의 다른 여러 방
법론을 취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서 차이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연구 대상은 대략 이렇게 나
누고 있다. 입법학 연구의 대상에 관해서 일본과 유럽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을 비교적 잘 정리한
것으로, 입법이론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1991)가 있다.
24) Burkhardt Krems, Grundfragen der Gesetzgebung (Berlin, Duncker & Humblot, 1979), p.39 참조.
25) Burkhardt Krems, 앞의 책 (1979), p.39 참조.
26) 松尾敬一, “입법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神戶法學雜誌 제6권 1․2호, 1956.
27) Karl Heinz Mattern, “Zur Anwendung der Gesetzgebungslehre”, in: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der Gesetzgebung (Regensburg, 1984), pp.2-3 참조.
28) Ota Weinberger, “Syntaktische und semantische Probleme der Gesetzgebung”,
Öhlinger(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Wien-New York, 1982) 참조

in:

Theo

29) Burkhardt Krems, 앞의 책(1979), p.40 참조.
30) 입법의 원칙은 입법의 이론과 실천 영역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는 것이지만, 입법의 원칙을 결정한다는 것은
입법 연구에서 이론적인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실천적인 목표로 인하여, 입법학은, 위에서 제기하였던 입법이란 무엇이냐, 자의를 배제하는 입법의
지도원리 또는 법적 원칙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 입법에 한계는 없는 것일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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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연구에 있어서 실천적 연구로는 주로 입법과정(Gesetzgebungsverfahren)
연구, 입법방법(Gesetzgebungsmethode) 연구, 입법기술(Gesetzgebungstecknik)
연구,

입법제도(Gesetzgebungsinstitute)

연구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서

Krems가 분류해놓은 입법학의 연구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
한 분류는 유럽에서 현대 입법학에 대한 선구적 연구자인 Peter Noll에서부터 그
기초를 찾을 수 있고, 이후의 많은 학자들도 이를 기준적인 근거로 하여 세분화하
고 구체화하였다. Krems의 제안도 크게 보아서 Noll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입법학(Gesetzgebungswissenschaft)
- 국가적 법정립의 구조․과정․방법론에 관한 연구31)
입법이론(Gesetzgebungstheorie)
- 국가적 법정립의 이론적 설명 지향

입법학(Gesetzgebungslehre)32)
- 입법과정에 대한 행위 지침 지향
입법과정연구(Gesetzgebungsverfahren)
입법방법연구(Gesetzgebungsmethode)
입법기술연구(Gesetzgebungstecknik)

2. 입법이론(Gesetzgebungstheorie)
입법이론에 관한 연구는 입법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로서, 입법의
근거와 원칙, 그리고 정책에 관한 연구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입법학의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의 근거라 함은 입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규범의 개
념, 입법의 역사, 입법의 헌법적․법적인 근거, 그리고 입법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
과 동기의 추론 등을 말한다. 입법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입법의 원칙
연구는 입법에 관한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또는 일반적이든 특정한 경우이든, 형
질문...을 포함한다”라고 입법 연구에서 기본 문제로서 입법 원칙의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최대권, 앞의 책
(1989), 321면을 들 수 있다.
31) Krems는 입법학(Gesetzgebungswissenschaft)를 다른 학문과 관련지어 정의하면서, 입법학은 법학(법학자)
에게만 배타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과 사회학적 전망과 함께 전개되는 ‘국가적 법정립에
관한 학계적 학문 영역 (interdisziplinäre Wissenschaf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Burkhardt
Krems, 앞의 책(1979), pp.40-42 참조.
32) Gesetzgebungswissenschaft와 Gesetzgebungslehre를 구분하여 사용했는데, 이 두 용어를 구분하는 학자
들은 전자의 것을 독립된 학문체계를 갖는 것으로 이론과 실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후자는 주로
실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래서 ‘입법학-실용법학
으로 입법학’(松尾敬一), ‘광의의 입법학-협의의 입법학’(池田政章)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유럽의 입법학자들은 양자를 굳이 구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자의
경우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후자의 용어가 입법학의 의미로 통상 사용된다. 이것은 다른 학문보다 실천의 영
역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과 그러한 영역에서 입법학의 특징이 명백해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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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그리고 법 내재적이든 법 외적이든 여러가지 수준의 원칙을
확정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33). 입법 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입법의 목표,
입법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결정의 기초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34).
입법학이 규범성과 사실성의 두 축을 바탕으로 서있는 구조물이라고 할 때, 입법
이론 연구는 그 중에서 규범성의 내용을 밝히는 데 더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법해
석학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 즉 법제정에서 대상 법규범에 대한 기준 제시와 입
법과정에서의 입법 관할과 권한의 근거, 그리고 법률의 종류 등을 결정해야하는 과
제가 구체적이고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또한 사회를 조정(Steuerung)할 수 있는
입법적인 수단에 대한 연구와 입법에 영향을 주는 사실적․비공식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서 법률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여야 한
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연구 대상들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논리적이
고 합리적인 입법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입법이론 연구가 입법의 원칙을 근거로 규범적 판단 - 예를 들면 입법에서의 합
리성 고려, 입법정책의 목표 결정에서의 공공복리 합치성 등 - 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가치연관적이기 때문에 행위지침지향적인 입법학의 연구 대상에서 배제
하려는 주장35)도 있지만, 입법의 동기 또는 목적은 여러 사회적 이익들의 단순한
계산적 총합이 아니고, 또한 의회에 대변되는 사회적 여러 이익의 단순한 연장 내
지 반영으로 효율성만을 고려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익의
數理的 총합, 또는 연장 그리고 반영이 아니라 법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36)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법으로서의 전환을 가능케하는 기준 내지 원칙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과 목적을 입법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 그 입법학은 과학적 객관성만을 주장하여 결론없는 증거자료만을 수집정리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33) 여러가지 수준의 입법의 원칙들의 예를 들 수 있다.
입법의 원칙

예

거시적인 원칙/미시적인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문체의 간결성

일반적인 원칙/특정한 원칙

평등의 원칙/경제입법상의 원칙

형식적인 원칙/실질적인 원칙

下位法 제정에서 월권금지 원칙/
사회 공공복리의 원칙

법 내재적 원칙/법 외적 원칙

불가능 요구 금지/사회정책적 지도

34) 따라서 입법정책 연구는 그러한 결정의 논리적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 결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
들고 제시하는 분석을 행함을 과제로 한다. Ota Weinberger, “Rechtspolitische Institutionenanalyse”, in:
Dieter Grimm und Werner Maihofer(Hrsg.),
Gesetzgebung und Rechtspolitik,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Band XIII(Westdeutscher Verlag, 1988), p.250 참조.
35) 이러한 입장은 입법학을 이론과 실천을 포괄하는 Gesetzgebungswissenschaft로 보지 않고 다만 실천적으
로 의미있는 Gesetzgebungslehre로 파악하려 한다. 입법이론 또는 입법정책에 관한 것은 사회기술적인 것이
고 이념적 가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입법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 小野淸一郞, “입법과정의 이론(2)”, 法
律時報 제35권 1호, 1963.3., 50면: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1991)에서 참조
36) 최대권, 앞의 책(1989), 3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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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학(Gesetzgebungslehre)37)
입법이론 연구에 대응한 입법학(Gesetzgebunglehre)은 행위 지향적인 분야로 입
법의 현재상태(Istzustand)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학은 입법의 원칙이나
헌법적 근거 또는 법률의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활동의
구체적 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에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부터 이러한 경험적 실천적 연구 분야에 대해서 법학과
철학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해석법학 체계를 갖은 유럽에서는 대부
분은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머물렀고, 특히 입법에 의한 정당성 요구의 실현이라는
문제로

다루어졌다.

또는

지극히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면

준용규정

(Verweisungsnormen)38)이나 違約罰(Strafgedinge)39)에 관련된 입법기술이 있었
을 뿐이었다. 그러나 추상적인 입법 논의와 지엽기술적인 부분, 양자의 중간에 있는
구체성을 띠는 결정적인 영역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입법학(Gesetzgebungslehre)이 바로 이 틈을 채우는 책임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이 입법학은 처음에 법철학적인 원칙과 법의 형식성(Rechtsförmlichkeit)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입법학은 법학을 중심으로 주변학문, 특히 사회학, 정치학, 언어학, 심
리학 그리고 경제학의 연구 방법들을 포함하는 학계간의 연구로 나아갔다. 입법학
은 특히 司法 중심의 법학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를 통해 법학이 하나의 교의
적 해석학으로부터 그리고 교과서의 해석과 권위의 직위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를 얻
었다.
이러한 실천적인 입법학은 후술하는 법정책학적 입법학 방법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연구, 입법방법연구, 입법기술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입법과정연구: 입법과 관계자들에 대한 행위 지침 제시
-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하는가,
- 어떻게 입법의 성공 또는 실패가 통제되어야하는가
입법방법론:

입법을 통한 목적실현을 위한 행위 지침.
- 입법 목적의 제시
- 사실 분석
- 대안적인 목적 실현 도구의 제시
- 이러한 것들의 평가와 선택

입법기술론:

법규범의 규율 기술, 구성기술, 법문의 표현 등 법 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방법들.

37)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입법학(Gesetzgebungswissenschaft)에서 이론지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입법과정 또
는 입법활동의 행위지침적인 입법학 - 협의의 입법학 -을 말하는 것이다.
38) 기존의 법령중 일정 조항을 새로운 법령에서 준용할 경우 양 법령간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9) 원래(Vertragsstrafe)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
권자가 벌을 가한다는 약속이다. 대개는 금전을 급부하는 것(위약금)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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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학의 다양한 방법론
(1) 법해석학적 방법론
현대 사회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방향에서 분출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법학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은 그리 핵심적인 문제로 되지 못했다. 입법에 대한 법
실증주의적 법해석학의 관심은 법제정과정, 즉 입법과정의 합법성과 법의 체계성
등에 한정되어왔다. 입법에 대한 사실적인 연구는 사실학문인 정치학이나 정책학
등에서 다루는 것이고, 법학에서는 입법 절차와 입법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
법과 법률과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법해석학이
입법에 대한 관심은 ‘입법’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입법에 관한 실정법규’에 대
한 관심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입법절차에 적
합하게, 그리고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내용으로’, 이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하려고 하더라도 입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질문들은 계속
쌓여갔다. ‘올바른 판결은 결국 올바른 법률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입법을 할 수 있는가’, ‘법현실과 법이념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은 결국 입법인
데, 법학에서도 입법에 대한 관심을 그저 부수적인 것으로만 둘 수 없지 않은가’ 등
의 현실적 문제가 축적되면서 법학은 입법 영역에 손을 내밀게 되었다. 그렇지만
법학은 입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법해석학적 방법에 회의를 갖거나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정법학의 세계를 중심으로 입법이라는 법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는 ‘규범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입법 또는 훌륭
한 입법을 위한 기준’에 대한 탐구를 과제로 하게 된다. 입법 연구 또는 입법학이
대두되는 시점은 바로 법학이 입법 영역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입법학의 출발은 법학의 영역에 포함된 입법 연구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입법학이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에서 나타난 ‘법률홍수’ 또는 ‘지나친 법규범화’라는 법현상과 맞물려있다. 법현실에
서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이 관심을 끌면서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공법학자들에 의
해서 입법에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법해석학적 입법학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서 현대 입법학은 법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러한 법해석학적 입법
학의 선구자는 놀(Peter Noll)이다.
입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놀은 입법학의 과제를 ‘합리적인 규범제정과 규
범형성을 위한 목표, 기준, 원칙, 그리고 지시 등을 통해서 법규범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합리적인 입법을 위한 행위지침으로 제시된 그의 입법
학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자의 활동과 행위 방식에 중요성을 두었다. 입법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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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된 관심을 둔 그는 공식적 입법자와 비공식적인 입법자를 구분하였고, 입법학
은 입법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입법자는 입법부인 의회라고 한다면, 비공식적 입법자로는 정당과, 각
단체, 그리고 기타 사회적 여러 세력들 등을 말한다. 놀은 이들 비공식적 입법자들
에게 합리적 입법을 하기 위한 규범적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이 입법학이라고 하였
고, 따라서 그는 입법학을 법학의 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그는 법률가들은 입법적
결정을 위한 정확한 사실이해, 즉 갈등 또는 대립되는 이해의 해결을 위한 ‘사실에
적합한 규범화’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따라서 입법은 법학적인 업무라고 강조하였
다.
그러나 합리주의적 기초 위에 전개되는 놀의 입법학은 입법을 ‘한 사회와 그 사
회의 발전의 적극적이고 목적 의식적이고 정당성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법률은 합리적 정책의 조정 수단 또는 사회기술의 도구로서 기능한다라
고 하였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합리성의 요구는 법률에 대하여 특정 사회
기술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해, 또한 목적 달성에 의한 평가와 관련
된다. 즉, 법률을 합리적 사회공동체 형성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입법과정을 합
리적 문제 해결의 생산을 위한 과정으로 다룬다는 것과 상응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입법학 개념을 전제로 출발한 그의 입법학은 결국 현실에서 나
타나는 사실적이고 정치적인 힘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현실에서 나타
나는 입법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법률가나 학자들은 정책 또는 입법에 단지
조언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고 결국 정치적인 힘이 결정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정치가들이 입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치판단의 힘을 가지고 있고, 법
률가들은 그 결정을 입법 기술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현상들의 핵심은 정치 또는 의회의 가치평가독점에 있을 것이라고 밝
히며, 이러한 가치평가독점에 의해서 입법의 합리성이 침해된다고 한다. 결국 법학
과 법률가는 입법의 합리성을 위하여 입법기술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
로 입법 영역을 법학에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법학은 의학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학제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 법률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논리와 확고한 영역 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입법학이 바로 이 결함을 치유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입법학을 다학제적인 학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결국 법해석학을 대신할 수
있는 입법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학적, 법사실연구적 도움을 바탕으로 법학의
영역을 넓히고 기존의 문제에 대한 법학적 해결의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나타
난 것이다.
“위반될 수 없는 규범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한 지켜질 수 없는 규범은 의미
가 없다. 법은 권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대한 반영의 결과이다”라고 자
신의 규범관을 밝히고, 고도의 민주주의적 수준의 정치적 결정이 입법학에 있어서
신성한 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권력의 잘못된 결정 또는 민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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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된 것들의 잘못된 결정들을 입법학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사실연구, 사회학적 연구, 법제도연구 등 입법에 있어서 사실적인 것과 규범적
인 것을 연결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법학의 방법론을 구성하려 했던 그는,
특히 입법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입법학의 방법론의 근본적인 원
칙을 제시한다. 학문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는 가치로부터 독립하려는 연구자들의

끊임없고 부질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며, 특히 더 나아가 가치를 직
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규범적인 학문이 순수학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 도움은 그
순수학문에 필수적이다라고 전제하는 그는 입법학 연구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는 가
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그것은 가치평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법해석학적 입법연구 방법론은 입법이라는 법현상을 적극적으로 법학의 영역에
끌어들여 법학의 연구 대상을 풍부하게 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입
법 현상은 사실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넘나드는 종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입
법에 대한 연구 또한 규범적 방법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2) 법정책학적 방법론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입법학이 제시된 후, 이를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판적
인 관점에서 입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놀의 입법학은 규범학적이라고 평가
되었고, 그 자신도 입법학은 법학의 한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듯이, 그의 입법학은
‘뒤집어진 법해석학의 한 종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비판은 한편으로는 그
의 입법학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이고 합리주의적 성격과 그에 따른 원리론적인 방
법론의 약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 방
법론을 넘어서서 입법의 현실적 내용과 의미를 다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입법 연
구 방법론의 대두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입법 연구 방법론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경향은 바로 법정책학적 입장이다.
법정책학적 입법 연구 방법론은 우선 입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규범적 판단에서 벗
어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법해석학적 방법론과 구분된
다. 입법 목표의 설정, 입법 방법의 선택, 입법 기술의 합리성 고려 등에 있어서 ‘당
위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의 틀을 통한 현실 해석’이 아니라 ‘있는 현실에 대한 인정
과 그것의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적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온 입법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자인 입법부에 부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포함되는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매개단위와 활동이 존재한다. 입법 연구를 위해서는
현실의 사실적인 것도 규범학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학문적 단초가 법해석학
적 방법론의 공헌이라면, 법정책학적 방법론은 더 나아가서 사실적인 것 - 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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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한 공식․비공식적 매개단위와 활동 - 을 법해석학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증
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인식론적 진전을 보였다.
예를 들면 입법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은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도 불구하고 법해석학적 입법이론은 이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법정책학적 방법론은 공식적인 것이든 - 예를 들면 국회 상임
위원에서의 정치적 타협 - 아니면 비공식적인 것이든 - 예로는 정당 사이의 정치
적 타협 - 입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타협을 분석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이렇게 입법의 목적, 입법과정 등
을 규범적 원리에 종속되지 않고 실용적으로 바라보려는 인식론의 변화와 함께 법
정책학적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법창조 또는 법형성’이라고 하는 입법관에 근거한다
고 할 수 있다.
비록 법정책학적 방법론이 주어진 현실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인정과 분석
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설명하지만, 법정책학의 목적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현실세
계를 개선한다는 정치적 결정의 합리화에 있는 것이다. 즉, 법을 통해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개인 구성원의 행위방식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입법
정책의 궁극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입법이라는 것은 생활현실의 변화에 목적을
둔 규율 도구이고, 이 변화는 입법활동으로부터 발생하여 각 수범자의 행위 활동
영역에까지 걸쳐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 사회의 구조 또는 사회 구성원의 행위방식을 원하는 정당한 방향으로 변화시
키는 규율 도구로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입법이다라고 하는 법정책학적 입장
에 선다면 당연히 부딪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그렇게 상정하고 수행된
입법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았는가 하는 ‘입법의 효율성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의 내용 또는 정책의 정당성과 관련된 ‘정
당한 방향의 문제’이다.
현대국가에서 입법을 공공정책 결정의 규율 수단의 하나로 이해할 때, 정책 목표
에 합당한 입법방법과 입법기술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합목적적인 입
법선택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입법의 효율성이
기준이 된다. 경제학에 기초를 둔 각 종의 도구개념들 - 파레토 우위, 외부효과, 공
공재 등 - 을 통해서 또는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는 입법 방
법론은 특히 공공복리, 국가경제의 조정, 환경 등의 영역에서의 입법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법정책학적 방법론은 설정된 목표에 적합하게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규율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효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① 입법을 통해서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구성원들의 행위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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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법을 거친 특정 법규범으로 구성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성공적일 수
있는가
③ 입법을 거친 특정 법규범으로 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더 이상 초래되지 않는가
④ 그 행위는 다른 법규범에 의해 더 성공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는가
⑤ 특정 법규범을 통해서 생긴 효과적인 규제가 크게 보아서 실정법적으로 그리
고 법기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법정책학적 입법 방법론은 규율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
선하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면 입법에서 ‘정당한 방향’의 문제를 밝
힐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의 과제인 입법에 있어서 합리성 고려와도 관련되고, 더 나아가면 법철학
또는 사회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책학적 방법론을 기초로
전개되는 입법 연구는 입법목표를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을 정책 평가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과 원칙을 전반적으
로 포괄하고 있으며, 입법은 국가 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이익이 대립되
는 상태에서 최선의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목적 또는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헌법 해
석의 기초가 되는 인간관과 세계관 판단을 요구한다.
법정책학적 입법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대상으로 해야할 것인
가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법학은 평가하지 않고 형성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며 가치평가의 문제는 입법 연구자의 몫이 아니고 입법
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며, 반면에 생활현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의
방향에 합리성과 인간존엄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정책이 지니고 있는 처
방적 성격 때문에 정책 목표에 관한 논의가 첨가되기는 하지만, 법정책학적 방법론
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법 전반에 걸친 규범적 원칙보다는 입법방법이나 입법기술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3) 법사회학적 방법론
사회 내 모든 법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법사회학에서 입법이라는 주제는 중
요한 연구 대상 영역이다. 일반 이론적 법사회학에서든지 경험적·분석적 법사회학에
서든지 입법은 법사회학 연구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사법(司法) 부문에서
는 법해석학적 논의가 중심이 된다면, 실증적인 사실과 경험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 영역에서 법사회학적 방법론이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입법이론 또는 입
법행위과정에 대한 입법 연구가 법학에서 정책학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법사회학은 입법학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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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입법논의에서 ‘법창조’냐 아니면 ‘법발견’이냐의 문제, 그리고 현대 입법
학에서 제기되는 사실성과 규범성의 문제 등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구조나
방법론을 살펴보면 법사회학과 입법학은 공통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
의 영역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사회학 중에서 사회학적 법학과 법
정책학적 입법학의 공통점이다.
사회학적 법학이 법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학적 방법
론을 입법활동에 도입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법정책학적 입법학과 거의 동일한
모습과 내용을 갖는다. 즉, 한 사회의 정책적 방향(입법의 목적 또는 법의 목적)이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 중심 주제
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영미의 판례법 중
심과 실용주의적 입법 방법론의 사회화 결과가 사회학적 법사회학으로 되었다면,
대륙에서는 사법과 법해석학 중심의 법학과 입법의 실증적 합리성 추구의 사회화가
법정책학적 입법학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학적 법학과 법정책학적 입법학은 방법론상으로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진다.
양자는 모두 입법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의 작용’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 즉, 법 발생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관계와 조건에 관한 질문보다도, 과연 법이
앞으로 사회에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입법 분석한다
는 것이다. 사회학적 법학은 법사실을 충분히 분석하여 입법자에게 자료를 제공하
고, 그 입법자는 그것에 의해 입법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
에서 수집되는 충분한 법사실은 자체로서 입법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 또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자료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형성된 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화를 위해서
입법 방법론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으로 보면 적어도 입법학 방법론에 있어서 사회학적 법학은 법정책학적
입법학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론을 모두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법정책학적
입법학은 사회학적 법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법정책
학적 입법학에 원용될 수 있는 사회학적 법학은 각종의 사회조사방법과 그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법규범의 합리적 실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계기를 밝혀줌으로써 어떤
법정책적 가치판단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책적 의미를 가진 법규범의 보다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론의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적 입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학적 법학(또는 법
정책학적 입법학)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입법 연구 영역도 있다. 이를테면 입법의 사
회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실용적인 입법 분석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
고, 그야말로 법사회학의 본격적인 도움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정책학적 입
법학에서 입법의 시작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라
고 전제하고 내려진 결정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와 구성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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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의도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사회학은 입
법의 시작을 정치적 결정의 이전으로 돌아가 그 법을 발생시키는 정책 결정 또는
정치적 결정의 사회적 기초를 분석하는 것을 입법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다.
법을 발생시키는 정책 결정 또는 정치적 결정의 사회적 기초를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입법은 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기술적 영역이 종합되어 나
타나는 하나의 전체사회과정임을 확인하는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사회
과정 중에서 입법의 사회적 기초는 제도적인 또는 실정법규상의 입법 절차 - 법률
안제안, 의회에서의 심의, 수정, 결의 -를 가능케 하는 토대라고 볼 수도 있다. 이
토대에는 실정법규범의 공식적인 입법의 조건들보다 훨씬 많은 입법과 관련된 사실
관계들이 존재한다. 법사회학적 입법 연구는 바로 이러한 입법의 사회적 토대를 분
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법해석학적 방법론이나 법정책학적 방법론에서도 입법의 사회적 토대에 대
하여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입법과정의 분석에서 입법이라는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의 최종적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회 이전의 단계의 입법
관련성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규범적인 입법학은 물론이고 법정책학적 입법학은
의회 이전의 단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와 입법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과
그들이 활동하는 부문의 합리화 또는 합목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입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힘을 어떻게 하면 합리성이라는 규범적 지배
하에 둘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법정책적 목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입법을 가능(또는 불가능)케하는 사회적
기초에 대한 연구를 입법 연구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법의 사회적 기초와 조건은 ‘사회학적 입법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은 규범
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 기구들의 합동 작품이지만, 현실에서 보면 입법이라는 합동
작품을 형성하려하는 상호 연관된 수많은 국가 기구와 사회학적 입법력의 협동 과
정이다. 여기에서 입법은 한마디로 ‘국가기구와 사회학적 입법력의 전체적 종합’이
라고 규정되는데, 앞에서 말한 법해석학적 또는 법정책학적 입법학은 주로 국가기
구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면 법사회학에서는 바로 이 사회학적 입법력에 대한 분
석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사회학적으로 보면 입법 ‘사회학적 입법력
이 사실로서 원인을 제공하고, ‘입법형성’이라는 종합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
의 정치적 결정을 매개하여 법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의 사회적 기초 또는 사회학적 입법력은 개별 법률의 발생에 있어서는 물론
한 사회의 전체 입법 문화의 사회적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이데올로기-문화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입법의 사회
적 기초 중에서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체제와 입법이라는
주제로, 또는 미시적 차원에서 각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반영으로서 입법이라
는 주제로 다양하게 접근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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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입법 연구일
것이다. 입법은 보편적 자유의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경제적 구조
에 상응하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은 거시적
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입법의 경제적 조건을 밝히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과 방법
론’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입법에 대해 결정적인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적 구조는 개별 입법을 분석
하는 데에 많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모든
입법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일반화된 이론으로는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 경제적 조건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법규범의 제정, 그
리고 경제적 조건들로부터 입법에 이르기까지 거쳐야만 하는 여러 층위의 매개 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체 경제체제를 대상으로 입법의 경제적 조건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이론
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로서 법, 그리고 지
배계급의 의사의 반영인 입법이라는 법칙적 이론 틀을 검증하는 작업, 아니면 자본
주의와 법의 합리화라는 이념형적 기준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작업 등으로 주로 이
론적 전제와 구체적 현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베버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적 법이론이나 입법론과 정반대의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 입법에 있어서 경제적 구조의 결정적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 경제적 요인이 입법에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의 사회
적 조건이라고 논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베버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발달
은 법의 합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입법에서 나타난다
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요인은 법과의 상호 영향의 한쪽 방향에 불과하고
또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상대화
시켰다.
법사회학 입법 연구에서 경제적 조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구체적 개별 입법에 영향을 준 집단들과 공식․비공식 입법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그 이해관계가 해당 입법에 얼마만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건되었는
가에 대한 분석이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각 집단의 조
직성 정도, 입법에 대한 영향작용 방식, 입법자의 구성과 행태에 대한 실증적 제도
론적 분석 방법론을 동반한다.
입법의 사회적 조건들 중에서 정치적인 조건은 법사회학적 방법론에서보다도 정
치학이나 정치사회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또한 정치적 영역은 앞의 경제적
조건과 뒤의 이데올로기-문화적 조건들과 대부분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조건의 종속변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법사회학적 의미로 볼 때, 입법의 정
치적 조건은 이데올로기-문화적 조건들과 함께 정치권력의 정당화의 측면으로 나타
나고, 구체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하의 입법권, 권력분립 등의 국가조직 규율을 요
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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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의 중요성에 비하여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현실
에 존재하는 가치, 문화, 도덕, 윤리, 의미체계, 사회적 의식, 규범적 풍토 등과 같
은 이데올로기-문화적 조건도 중요한 입법의 조건으로 될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
는 이데올로기-문화적 조건들과 입법으로 형성되는 법규범의 이데올로기-문화적
성격은 충분히 법사회학의 분석 대상이 된다.
입법을 전체사회과정의 하나로 보아 그 과정에서 입법의 사회적 기초를 분석하는
작업은 결국 입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한다. 즉, 입법의 사회적 기초
는 입법활동과 상관없이도 존재하는 사실적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회적
기초에서 입법이 최초로 출발하는가? 법사회학은 궁극적으로 이 질문까지 탐구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실들이 집적되고 종합된다고 법규범으로 자연히
전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적 기초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석을
기다리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이나 실정법령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법규범과 구별되는 사회규범 - 도덕, 관습, 공동체 의식 등 - 이든, 입법을
불러일으키는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법사회학적 입법연구는 이러한 사실, 즉 정책 결정자에게든 공식적 입법자에게든
지 입법을 추진하여 관련 사항을 법규범으로 전환케하는 사실들을 분석해야 한다.
입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법사회학적 입법 연구의 하나의 영
역이라고 할 때,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상된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
실들과 함께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도 포함될 것이다.
5. 입법학 대상의 새로운 영역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입법학의 연구 대상
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 법률의 개념
- 법률의 구조․형태․전형
- 법과 입법의 기능
- 입법과정의 형식적 절차
- 입법 방법론(합리적 계획의 틀)
- 입법기술
이러한 입법학 연구의 전형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의 입법학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연구 대상들이 있다. 입법학의 새로운 대상은 입법이 이루
어지게 되는 사회적 기초에 관한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학이 자기 독자
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법사회학적 연구로부터 그러한 새로운 대상 영역은
발견되고 분석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40):
40) Rottleuthner, Hubert: Einführung in die Rechtssoziologie, Düsseldorf, (1987), p.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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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의 역사
- 개별 법률의 발생
- 개별 법률의 효과
- 전체 사회 과정으로서의 입법
입법의 역사는 앞에서 서술한 법의 발생사적 의미, 법발전(또는 진화)의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배경을 검토하는 주제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류와 법, 또는 인류와 입법 등의 주제처럼 긴 기간의 일반적 입법의 역사를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있을 것이고41), 한국사회의 입법에 대한 거시사회적 분석과
같이 한 시대에서의 입법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개별 법률의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입법연구 대상으로
서 입법과정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식적인 입법과정만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측면42)을 포함하고, 입법과정의 시작을
공식적인 출발점에서부터 더 이전으로 확장43)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사회학적
입법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인 사건과 사회적 조건들이다.
일반적인 해석법학의 개념에 의해서는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인 사건과 사회적 조건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회적 사실(reine
soziale Tatsache)’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으로의 轉化를 전제
로 하는 것일 때 입법 연구의 대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별 법률의 효과에 관한 연구(Effektivitätsforschung)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
되는데, 하나는 실정법(규범)이 제정된 이후 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효과 설명
이고44), 또 하나는 일정한 요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입법이 이루어지
41) 이러한 입법의 역사에 대한 全歷史的인 연구는 역사발전론적 연구와 사회분석적인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은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사회와 입법을 설명하는 ‘사회주의 입법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로 대표적인 것은 서구의 실증주의적 분석 사회학의 한 영역으로서 입법 연구라고 할 수 있다:
Veröffentlichungen der Wissenschaftlichen Räte, Zur Rechtsentwicklung im Prozeß der sozialistischen
ökonomischen
Integration
Abhandlungen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Akademie--Verlag Berlin, 1983) 참조.
그리고 입법의 역사라는 주제는 새로운 분야, 즉 입법 인류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Arnold
Gehlen, Moral und Hypermoral(1973), pp.96-98: Hans-Georg Heinrich und Manfried Welan의 앞이 논
문(1986)에서 재인용.
42) 공식적인 측면의 예로 국회내의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의를 든다면, 비공식적인 측면의 예는 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당 법률과의 이해관계, 지식 정도, 규범형성의 의지, 그리고 정당적 이해 등, ⑵ 상임위원회
의 정당별 구성 비율,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 그리고 의원들의 前(또는 現) 직업 등, ⑶ 상임위원회의 해당
법률 논의의 내용(근거 사실의 내용과 종류, 사실에 대한 규범성 판단), 상임위원회의 소집 회수와 논의 시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43)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입법과정의 시작을 법률안의 국회사무처에 접수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물론 일부의 학자들은 법률안이 작성되는 시기부터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정부가 법
률을 제안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일반적으로 법률안 작성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
다. 즉, 해당 법률 제안의 사회적 조건,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왜 입법을 요구하게 되는가, 그리고 立法者는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가 등의 주제가 바로 입법과정을 공식적인것 이전으로 확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44) Theodor Geiger, Vorstudien zu einer Soziologie des Rehts(Ausgabe Neuwied/Berlin 1964); Hubert
Rottleuthner, Rechtstheorie und Rechtssoziologie (Freiburg/München, 1981) p.91 부터; Man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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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대한 설명이다45). 이러한 효과 연구는 이미 에어리히(Eugen Ehrlich)에서
볼 수 있는 법적 투시경을 통한 사회관에 기초하고 있고46), 사회학적 지향을 가지
는 많은 법학자들이 특정한 입법이나 판결이 행동이나 태도에 미치는 효과 또는 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다. 특히 입법정책을 위해 사회적 자료들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데에서 효과 연구는 필수적이었다. 이 효과분석이 법률(입법)
의 효과 또는 무효과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효과 연
구의 발견물들이 법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행동양식이나 제도
적 변화 등과 같은 풍부한 이해와 더불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효과 연구는 ‘극히 단기적인 시기에, 극히 특정의 경우의 법률이, 일정의 조건하에
서만’ 효과가 있다는 죽어있는 결론만을 도출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47).
전체 사회 과정으로서 입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입법을 설명하
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입법을 연구하는 것에 포함되는 내용은 경제적 조
건들, 정치적 조건들(특히 국가의 정당화 과정), 그리고 이데올로기-문화적 조건들
로 구성된다. 입법에 대한 경제적 조건들의 분석은 법사회학적 입법 연구의 고전들
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48). 그리고 이러한 저작들은 입법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들이 부분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각 종의 예를 들어 증명하였다. 정치적 조건에 대한 설명은 법규범 제정 과정과
국가 자신의 유지를 위한 국가 권력의 이해관계의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데올
로기-문화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의 가치, 문화, 도덕, 윤리, 이데올로기, 의
미체계, 사회적 의식, 규범적 풍토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과 입법의 관련을 검토하
는 것이다49).
Rehbinder/Helmut Schelsky(Hrsg.), Zur Effektivität des Rechts -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Bd.III(Düsseldorf, 1972); Klaus A. Zigert, Zur Effektivität der Rechtssoziologie - Die
Rekonstruktion der Gesellschaft durch Recht(Stuttgart, 1975); Wolfgang Zeh, Wille und Wirkung der
Gesetz(Heidelberg, 1984); Andreas Diekmann, Die Befolgung von Gesetzen - Empirische
Untersuchung zu einer rechtssoziologischen Theorie (Berlin, 1980)
45) Rottleuthner, 앞의 책(1987) p.64 참조.
46)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작용하는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분석하며 ‘살아있
는 법규범과 이에 상응하는 법률가의 법 사이의 괴리’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개발하여 법률가의 법의 실
효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법사회학의 임무로 규정하였다. Eugen Ehrlich, Grundlegung der Soziologie des
Rechts (1913; Nachdruck Berlin 1967) 참조.
47) Cotterrell, Roger: The Sociology of Law: An Introduction, London, Butterworths, 1992(1984; 번역본
1992), pp.54-55 참조.
48) Charles A.Beard, Eine ökonomische Interpretation der amerikanischen Verfassung(초판 1913; 독일어
번역판 Frankfurt a.M. 1974); Georg Rusche und Otto Kirchheimer, Sozialstruktur und
Strafvollzug(Frankfurt/M.,
1969);
W.Hassemer/
H.Steiner/H.Treiber,
Gesetzgebung,
in:
Sozialwissenschaften im Studium des Rechhts, Bd. 3(München, 1978); Jerome Hall, Theft, Law and
Society (독일판: Abweichendes Verhalten, Bd.2, Frankfurt/M., 1975). 이상의 문헌들은
Lautmann,R./F.Rotter/G.Dux(Hrsg.), Rechtssoziologie, Heidelberg(1980)에서 재인용 참조
49) Svend Ranulf, The Jealousy of Gods (London:Williams & Northgate, 1933); Moral Indignation and
Midle Class Psychology (New York, 1964) 초판은 1938; Pitirim A.Sorokin,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요약판으로
London,
1957);
Franz
Wieacker,
Industriegesellschaf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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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에서 입법학 연구
1. 한국에서 입법 연구의 경과와 평가
입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시초를 말하는 것은 ‘법’의 시원적 근원을 탐구하는
것만큼 오래되고 다양한 관점들에 다른 논의를 포함한다. 많은 논의를 넘어뛰고 우
리 관심의 중심을 ‘근대적 입법’에 두고, 입법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집중되어 이른바 ‘입법학’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최근 역사 속에서 입법학의
동향과 전망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게의 연구 문헌들을 정리해보면 입법
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는 20세기
후반부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에서 입법에 대한 연구가 입법학으
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대략 1970년대 초반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입법에 대한
행태주의적 분석과 연구의 결과물들이 축적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독자적
인 입법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시기가 1960년대를 전후한 때라고 보면, 입법학
은 비교적 현대적인 학문분과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의 출발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입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작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
의 보이지 않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주로 국회의 간행물들(예를 들면 [국회
보])을 중심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50)과 다른 나라의 입법관련 제
도를 소개하는 과정51), 또는 간혹 개별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과 평가52) 등 에서 입
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80년대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입법과 관련한 분석들의 경향
적 특징으로는 첫째, 학문적 체계와 방법론을 근거한다기 보다 처방적이고 실용적
인 차원에서 개별법률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의 경향을 보인다53). 둘
째,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입법부의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차
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기구와 입법제도를 소개하는 작업에 그치는 경향이 나타난
다. 셋째, 실정법학자들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초안에 대한 의견
또는 평론 정도의 내용을 갖는 연구들이 보인다. 넷째, 입법자, 입법과정, 입법동기,
Privatrechtsordnung(Frankfurt/M., 1947) 등이 바로 이데올로기-문화적 조건과 입법의 관계를 서명한 것들
이다. Lautmann,R./F.Rotter/G.Dux(Hrsg.)의 앞의 책(1980)에서 재인용 참조
50)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기능 : 법안 제안과 심의과정을 중심으로”(한문수, 국회보, 1967년 9,국회
사무처) 등과 같은 분석을 말한다.
51) 예를 들면 “미국의 입법정보처리의 제문제”(우병규, 국회보, 1969년1, 국회사무처), “미국의 입법부의 기능:
구성과 기능면에서”( 국회보, 1967년 9, 국회사무처) 등과 같은 자료를 말한다.
52) 예를 들면 “입법면에서 본 상공정책”(김창욱, 국회보, 1968년8, 국회사무처), ‘상사시행법중 개정법률의 입법
론적 검토“(손주찬, 국회보, 1965년7, 국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53) 이를테면 “한국의 입법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자치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서
원우, 행정논총, 9권 2호,1971) 등이 이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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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칙에 관한 독립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보이지 않고, 헌법이나 행정법 학
자들을 중심으로 ‘법률’, ‘입법’, 그리고 ‘입법부’ 등에 대한 법해석학적인 논의를 전
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 입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는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입법 연구의 동력은 두 측면에서 전개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절차와 내용에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
처54)와 국회55)에서 조사·연구 부문의 설치와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
으로는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부에 입법 연구에 대한 법학적 접근은 몇몇 공법학자들에 의해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56), 이는 그동안 정책학 또는 행정학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오던 입법 연구에 법학자들이 나서게 된 것이고, 기존에 司法중심으로 연
구 대상을 협소하게 한정해온 법학에 대한 반성적 시도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4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회의는 [한국에서의 입
법 기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입법에 대한 5개의 세부적인 주제들을 집
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입법 연구의 방법론 관점에
서 보면,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김철수)는 가장 전형적인 헌법해석학적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으면, “입법과정의 실태적 연구: 경제입법을 중심으로”(황적인)은 개별
법률의 입법 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해야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보
54) 1980년대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1) 법제조정실의 신설하여 실장을 관리관으로 보하고, 그
밑에 법제기획관과 법제관을 배치하여 일반적 기획관리업무외에 법제의 총괄·조정업무와 법령안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법제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2) 법제조사위원회의 폐지 및 법제조사국의 확대 - 법
령의 立案·심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 및 법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보강·체
계화하는 한편, 우수한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제조
사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법제조사국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補하
는 법제연구관을 두도록 하여 법제조사·연구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3) 국제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국내법제와
외국법제의 비교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연구관 1인을 증원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 법제처 산하에 법제연구원이 설립되면서 공식적인 정부기구에서 논의되는 입법연구가 실
무적 차원에서 나아가 학문적 연구 차원으로 접목되어가는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법령정보를 체계적으
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
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연구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입법 연구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55) 국회 내에서도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향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에 국회사무처에 입법차장을 신설하여 그 밑에 의사국.입법조사국.기록편찬국을 두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입법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
다. 1981년 의회정치의 정착과 의회제도 및 운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국회 출현금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 연구회는 의회와 입법부의 관계 및 공공정책 분야의 중·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정책대안를 개
발함으로써 국회의 제도와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당과 선거 등 의회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활동
하였다. 특히 이 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여러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입법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상당 양의 업적
을 축적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회의 지원을 통한 연구 작업과 연수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입법 연구 결과물들
은 첫째, 입법에 국한 하지 않고 의회의 모든 활동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라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여기에 포함된 입법에 관한 연구 작업들의 관심방향과 방법론이 정책학 또는 행정
학에 많이 기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즉 입법학의 독자적인 학문성에 대
한 이해도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56) ”입법학의 과제”(이강혁, 우당윤세창박사정년기념 현대공법학의 제문제, 박영사,1983)가 대표적이다.

62∥ 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면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입법과정의 이념과 현실”(서
원우)는 입법 연구를 위한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서 입법학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미
국에서 입법 학(Legislation)과 유럽 대륙의 입법 연구 동향을 설명하였고,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자”(최송화)는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입법
과정을 포함하는 전체입법과정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하는 큰 틀에
서 정책학적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입법의 원칙”(최대권)은 입법학의 학문
적 위상,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정의, 그리고 입법학의 궁극적인 질문인 입법의
원칙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이제 한국에서 입법 연구는 단지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실무적 요청에 부응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방향으로 활성화
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법학 강좌가 개설되어 학부와
대학원에서 입법학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57) 또한 국내외에서 입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석·박사 학위논문들이 작성되는 빈도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더욱 여러 연구자들이 입법학을 법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였고, 이제 한국에
서는 “학문적 기반과 실제상에로의 도입을 겨냥한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정착”되었
다고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듯 하다. 입법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
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학문으로서 입법학의 의미는 그 연구의 대상을 접근하는 방
법론이나 연구 기술을 넘어서, 자신이 스스로 대상을 결정하고 대상에 대한 일반적
인 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다른 학문의 부차적 영역으로서, 또
는 여러 학문의 경계영역, 심지어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하나로 머무
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에 여러 가지의 주변영역을 갖고 학제간 연
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입법학 연구
1990년대 본격적으로 입법학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입법학은 기존의 몇 가지 입
법 연구 경향들과 결별하면서 방법론적으로 입법학 안으로 포섭하게 된다. 가장 대
표적인 것으로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와 행정학(정책학)적 입법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실 바로 이 두 가지의 입법 연구 경향은 입법학의 성립에 중요한 토대였다는 점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 입법학 연구에서도 역시 다양한 연구 대상을 분
석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결별하고 한편으로 방법론
적으로 포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58), 입법학은 전통적인 법학의 한계
57) 현재까지 대학원에서 입법학 관련 세미나가 이루어졌던 경우는 몇몇 대학에서 볼 수 있는데, 법과대학 학부
차원에서 입법학이 개설된 경우는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등 극히 소수의 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서울대학교과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연 1회(3학점) 입법학 강의가 개설되고 수강학생은 각각 약
120명과 20명 정도이다.
58) 해석학적 실정법학, 특히 공법 분야에서도 1990년대에는 입법에 대한 연구 논문이 심심치 않게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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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다. 전통적인 법학은 현실적으로 법 적용과 판단
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학(司法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9). 특히 교의
적 실증주의적 법학(dogmatisch positivistische Jurisprudenz)은 법규범의 효력을
그 법규범의 발생 맥락과 분리하여 현재의 법규범과 현실의 사건에 대하여 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하는 한다. 이러한 사법(司法) 중심의 법학, 그리
고 해석 중심의 법학은 분쟁해결에 있어 나름대로 방법적으로 효과적이고 그 명확
성과 사회적 기능에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의적 법학은
일반적으로 ‘동어반복의 순환형태’의 성격을 갖고, 따라서 해당 법규범에 대한 구체
적인 의미 연구를 보장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순환형태라고 함은 ‘법을 마치 스스로
부터 창출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고, 결국 법학 자체로 보더라도 이러한 법학
을 고수한다면 해당 법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연구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정법
해석의 협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해석학적 실정법학에서도
입법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로 나타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입법에
규범적 기준의 제시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화라는 목표 하에서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가 전개되었다. 주로 공법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된 법해석학적
접근은 연구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면서 ‘합리적인 규범제정과 규범형성을 위한
법이념, 기준, 원칙’에 대한 탐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서 사실상의 힘의 문
제(예를 들면 정책결정과 정치적 영역), 비공식적 입법과정, 그리고 비공식적 입법
과정 등 실정법률의 배후에 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입법 연구에 있어서 보다 학
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입법적 결정은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온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자인 입법부에 부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당위가 포함해야하는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매개단위와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록 입법연구를 위해서는 규범적인 것뿐만 아
니라 현실의 사실적인 것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학문적 깨달음이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의 혁혁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는 사실적인
것 - 바로 위에서 말한 공식‧비공식적 매개단위와 활동 - 을 법해석학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증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인식론적 진전에까지 이르기에는 내재적인

한국공법학회의 [공법연구]와 한국헌법학회의 [헌법학연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입법 연구가 이루
어졌는데, 이는 물론 입법에 대한 공법적인 관심이 증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1990년대 한국의 헌
법상황의 변화와 헌법소송과 관련한 사법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이전과는 다른
입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이유도 큰 몫을 담당했다고 보여진다. 한국공법학회는 국회법제실과 함께 2004년
10월 [의원입법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입법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비록 공법학
회가 주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입법 연구에 있어서 법해석학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입법학 연구에 접하는 정
도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입법에 대한 공법학적인 관심이 이전의 시기에는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주로 나타난 반면에 1990년대 이후에는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9) 이러한 지배적인 법학적 ‘전통’에 대하여 입법학은 ‘과학적인 법정책학(wissenschaftliche Rechtspolitik)’이
라는 의미를 갖고 하나의 사회과학적 성격을 띤다고 여겨져왔다. “Gesetzgebung", in: 3.Rechtssoziologie,
Ergänzbares Lexikon des Rechts( Luchterhand, 199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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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실정법 해석의 문제에 대한 사전적 근본적 해결을 위
해서, 법규범 제정에 있어서 법적 일반 원칙 그리고 법률을 넘어서는 일반 원칙의
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복리를 위한 조정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입법학에 대
한 필요는 점점 강해져왔다. 이 필요성은 위와 같은 실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준칙, 즉

입법의 지도 원리, 또는 법적 원칙의 추구로 연결되고, 결국은 입법학에

있어서 입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규범학과 사실학을 통합하는 핵심이 된다.
다음으로 정책학(행정학)적 입법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60), 입법 연구의 발전 과정
에서 나타난 방법론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경향은 바로 법정책학적 입장이다. 법정책
학적 방법론의 출발점은 입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규범적 판단에서 벗어나 경험적이
고 실증적인 사실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입법 목표의 설정, 입법 방법의 선택, 입법
기술의 합리성 고려 등에 있어서 ‘당위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의 틀에서 현실 해석’이
아니라 ‘있는 현실에 대한 인정과 그것의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입법적 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온 입법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자인 입법부에 부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당위가 포함해야하는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매개단위와 활동이 존재한다. 입법연구
를 위해서는 규범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실적인 것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는 학문적 단초가 초기 입법 연구의 공헌이라면, 법정책학적 방법은 더 나아가서
사실적인 것 - 바로 위에서 말한 공식‧비공식적 매개단위와 활동 - 을 법해석학적
인 틀에서 벗어나 실증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인식론적 진전을 보였다.
예를 들면 입법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은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도 불구하고 법해석학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분석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법정
책학적 입법 연구 방법론은 공식적인 것이든 - 예를 들면 국회 상임위원에서의 정
치적 타협 -, 아니면 비공식적인 것이든 - 예로는 정당 사이의 권력투쟁 -, 입법
결정에 결정적인 정치적 타협을 분석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설
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의 목적, 입법과정 등을 규범적 원리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의 변화와 함께 법정책학적 입법 연구는 ‘법창조
또는 법형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입법관에 근거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법정책학적 방법은 입법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사회
학적 법학의 방법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사회학적 법학과 법정책학,
60)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를 중심으로 정책학적인 차원의 입법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이와 함께 행정대학원이나 정치학과에서 정책학의 한 영역으로 입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논문들이
간간이 발표되었다. 물론 이러한 입법 연구는 입법학이라는 학문분야와는 그 연구 대상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외의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학문적 역량을 축적한 국회 내의 입법 전문가들 중에는 법정책학적인 방법
론을 기초로 연구 논문이나 입법보고서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또한 법정책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정책학적 입법 연구는 여전히 입법학의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학과의 친밀성은 크게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 특히 법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
과 관련해서 법학과 정책학, 법학과 입법학, 입법학과 정책학 등의 논의는 여전히 열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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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우선 한 사회의 정책적 방향(입법의 목적 또는 법의 목적)이 입법이라는 수
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양자는 모두 법의 발생을 기준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
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질문에 앞서, 우선 앞으로 과연 법이 사회에 얼마만한 효과
를 가져올 것인가를 기준으로 입법활동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법학은 법사실을 충분히 분석하여 입법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입
법자는 그것에 의해 입법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집
되는 충분한 법사실은 자체로서 입법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학 또는 공공정
책의 자료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형성된 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
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화를 위해서 입법 방법론은 구성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법정책학적 방법론에 원용될 수 있는 법사회학의 한 부분 - 사회학적 법학 - 의
의미는 “법사회학은 각종의 사회조사방법과 그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법규범의 합
리적 실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계기를 밝혀줌으로써 어떤 법정책적 가치판단의 사회
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책적 의미를 가진
법규범의 보다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론의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해석학과 정책학에 대하여 결별과 포섭의 과정을 거쳐 입법학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입법학이 엄밀한 학문(과학)이냐 어떠냐 하는 질문과 관계없
이 입법을 체계적, 학문적으로 연구 분석해야 할 요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학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현실에서 존재
해왔던 입법 영역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은 결국 입법학을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형성해나가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입법의 중요성과 입법학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에는 우선 가장 먼저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과제가 가장 큰 전제
로 놓여있다. 여기에서 과연 무엇이 좋은 법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는 우선 ‘법발견인가 아니면 발창조인가’라는 법과 입법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법 개념과 관련해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법’을 ‘민주주의적 헌법질서와 현대적 의
미의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에 적합한 입법에 의한 합리적인 법’이라고 제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좋은 법’을 만든다는 입법학의 과제는 정책학적 입법 연구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치 판단, 즉 규범성은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불
가능하다는 이유로, 또는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이유로, 가치 판단의 측
면인 규범성을 배제하고 전개하는 정책학적 입법 연구는 입법학의 과제를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한다.
결국 입법이란 우리 모두를 구속하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국법을 제정하는 행위
또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건국이념·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이념을 포함하는 우리의 이상을 담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가 추구하는 국가목표·정책목표를 천명하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66∥ 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입법은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요람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도를 규율하는 규제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입법학, 즉 입법
에 대하여 분석하고 탐구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결국 우리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생활의 구성원리와 틀을 연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입법학은
단지 입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인식론적인 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어떻게 해야 좋은 입법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논의를 포함하는 종합
적인 연구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입법학 연구는 1998년 2월 4일 한국입법학회의 창립으로 하나의 획을
긋게 된다. 한국입법학회는 “입법학은 무엇인가”(최대권)라는 주제로 창립 연구발표
회를 갖고, 같은 해에 6차례의 입법학 세미나를 하여 한국에서 입법학 연구의 장을
마련해놓았다. 1999년 3월 29일 국회에서 [한국입법학의 과제와 방향]의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입법학 주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미나와 학술발표회의 논의를 정리하고, 기타의 입법 연구 논문들
을 포함하는 한국입법학회지 [입법학연구]61)를 발간하였다.
2000년에 출간된 창간호는 입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는 논문들과 각 분야에
서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논문들로 구성되어있다. 2002년 제2권은
입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과 개별법제의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입
법 연구의 기초이론 등에 대한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입법학연구]가 계속 이
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 제3권, 2007년 제4권, 그리고 2008년 제5권이 출
간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3권에서는 ‘특집’으로 각국의 입법학 동향을 다루
었으며, 제4권에서는 특징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입법절차와 입법기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개별법제에 대한 입법논의에 대한 분석 논문이 게재되었다. 제5권
에서는 [특집I]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적 보완방안, [특집II] 한국입법 60년의 회고
와 전망 등 집중적인 연구 논의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에 주목할 만한 것은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국회와 정
부(법제처, 법제연구원)의 입법전문가들의 입법학 연구 역량의 성장을 들 수 있고,
석박사 학위과정의 법과대학원들에서 거의 빠짐없이 입법학을 개설하고 있는 등 입
법학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확고히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학 연구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62)은 여전히 또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록 한국입법학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입법학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61) 영문 제목은 [Journal of Legislation Studies]이다.
62) 참여정부 이후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속하는 국회와 정부(특히 법제처)에서 대대적인 입법정비 계획을 발표하
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 법률안 초안을 작성할 때 이전과는 다르게
해당 법률 입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요도가 높은 법률안이나 해당분야의 법제도 정
비를 위한 체계화 작업에 입법학적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논의
중에 있는 국회의 입법지원처와 관련해서 입법학 연구의 지속적인 축적은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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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필요성
입법학은 행정부와 국회에서 실무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새로
운 업무영역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성이 긴요한 점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입법학을 학문으로 정립함과 아울러 실무적 기법을 체계화하고
입법정책과 입법과정 및 입법평가 등 전 분야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의
실시와 변호사시험에서의 검증, 그리고 실무에서의 활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의 마련
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시
켜 관학 공동으로 국가정책형성에 참여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 자격
인 변호사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며 이해
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의 입법과정에서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통제와 조정
역할을 입법자들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좋은 법령이 제정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학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입법분야의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변호사들의 중요 업무영역으로 입법업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
방자치단체에까지 입법적 역할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은 전통적인 송무 중심의 법률
가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영역에 종사할 법률가를 양성
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적 사고에 기초한 다
양한 정책적 사고력도 충분히 배양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이어야 한다.63)
는 점에서 볼 때, 입법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양한 입법관련과목이 교
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이 교육하고 양성하는 미래의 법률가는
법해석학의 전제가 되는 법령의 입법과정과 기준 등에도 능통한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능력의 배양 등은 법과대학에서는 물론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강좌개설
의 목적과 내용에 관해서 이미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넘어 정책입안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의 적극교육”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64)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최근 입법수요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직면
하여, 실무 지향적인 입법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63)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 2007, 17면.
64)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 2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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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과과정이 필요함에도 입법
학에 대하여는 아직 관심도가 낮아 우선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낙후된 입법학을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입법학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지만(과거 우리나라에 생소한 학문이었던 행
정학이 개발정책의 추진과 함께 행정고등고시 과목으로 행정학을 제시하자 비약적
인 발전을 보여 오늘날과 같은 행정학 전성기를 맞이한 점을 참조) 이를 위해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정립과 실무적 성과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우리나라 입법학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발전가능성을 찾아내며 관학
협동으로 최단기간 내에 입법학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법과대학에서의 입법학 교육
1. 교과과정
기존 법과대학의 학부 차원에서는 건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입법학이 개설되어
운영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65) 실제로 강의를 담당한 교수로는 이상영 교수, 이우
영 교수, 홍완식 교수 등 3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의 특성상 입법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은 중요하다
거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법학 과목의 개설은 적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법해석학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올바른 입법은
올바른 법해석이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단순히 분쟁해
결적인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인 행위조정적인 기능이 있고, 나아가 사
회공학적인 기능까지도 있다. 따라서 법학은 단순히 법의 해석에 그쳐서는 아니되
고 법의 내용에도 관여하여 사전적인 입법에 대하여도 연구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법의 해석의 한계로서 입법론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입법론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법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
다. 바른 법 그리고 보다 좋은 법을 위하여 법과대학에서의 입법학교육은 필요하다.
기존의 학부 차원의 입법학 강좌는 15 내지 16주 동안 매주 3학점 강좌로서 3시
간 강의이고 각 대학에서 입법학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국
회나 헌법재판소 등의 방문과 외부 특강도 계획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실무전문가
가 일부 강의를 분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좌명은 모두 ‘입법학’이었고,
강의방법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내용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순수한 강의식이 아
니고, 토론식이나 실제 법률안을 작성하여 보는 내용을 포함하는 강의였다. 학생들
65) 기간관계로 모든 대학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에 알려진 대학을 대상으로만 확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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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적 평가방법은 전통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와 출석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수가 구체적인 입법안을 작성하도록 입법주제를 제시하고 그 내
용과 방법까지 지시하고 학생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작성한 연구보고서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교과내용
입법학의 구체적 강의 내용은 교수마다 차이가 있다. 주로 법철학이나 법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규범주의적 입장에 서면서도 입법과정과 입법통제
를 중시하는 내용도 있으며, 입법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절차나 입법원칙을 강
조하고 실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다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입법학 강의에서의 교과내용은 법이나
입법에 대한 개념과 역사를 먼저 설명하고 입법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나 이론
을 소개한다.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 입법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근대 입법학의 내용
을 탐구한 다음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과 입법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 강의의 마지막은 학생 스스로 직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
는 주제에 대한 입법안을 작성하여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이나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입법학을 강의하는 강좌에서는 권력분
립, 헌법기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과 우리나라의 대의제 민주주
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입
법과정을 관련 이론과 법제 및 관련 사례·현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것
으로 기본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정책, 입법통제, 법의 해석 및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주제
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절차나 입법원칙을 강조하고 실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강좌에서는, 입법과정에 대한 기초지식의 학습을 바탕으로 여
러 가지 입법원칙을 탐구하고, 기존의 실재 입법을 분석하고 법률안을 스스로 작성
해보는 것을 강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과정의 입법학강의의 공통적 요소로서는 입법학의 개념과 의의, 구체
적 입법과정, 입법의 원칙 그리고 실제 입법실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입법실습이
나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하도록 강의를 구성한 것은 기존의 법해석학적 내용의
강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능동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교수의 강의내용을 단순히 전수받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도
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학의 일반적 내용 중에서 입법과정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법정책학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특히 미
국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행태주의적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계량적인 내용
은 거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치학이나 사회학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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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가미한 학제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내용도 미미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
지 학부에서 개설된 강의의 커리큘럼은 말미에 별첨으로 첨부하였다.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개설 입법학 강의내용
제1주 : 법, 입법, 입법학 - ‘개념’, ‘언어와 실제, 그리고
관념’, 그리고 양자 역학적 ‘정의’
제2주 : 입법학의 정체와 그 영역 - 입법의 역사와 현재, 입
법에 관한 이론, 입법과정과 입법의 실제
제3주 : 법과 입법의 역사 (빵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법이 먼
저였을까)-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제4주 : J.Bentham vs. von Sagviny ( I )
제5주 : J.Bentham vs. von Sagviny ( II )
제6주 : 근대적 입법의 탄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제7주 : 근대적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 낭만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니체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제8주 : 현대 입법학의 등장과 선구자들 - Peter Noll의 입
이상영 교수

법학에 대하여
제9주 : 유럽대륙(특히 스위스) 입법학의 중흥

서울대학교

제10주 : 규범적 입법학에서 실증정책학적 입법학으로 - 법
학으로부터 독립인가 법학의 영역확장인가
제11주 : 영미에서의 입법에 대한 관심과 내용 - Fuller의
입법에 대한 관심
제12주 : 현대 입법에 대한 비판 - Hayek vs. Klenner
제13주 : 법과 입법비판 - 법과 입법은 더 이상 공동선의
표현이 아니다?
제14주 : 한국의 입법과정 - 입법과정의 실질적 주도자는
누구인가
제15주 : 입법의 원칙
제16주 : 입법 연습 - 법률안 작성
제1주 : 강의 목표 및 개요 설명, 교재 및 강의진행방식 소
개 등 /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이우영 교수

제2주 : 대표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이론 / 의회입법원칙의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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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 : 입법과정의 의의 및 관련이론 / 입법과정 분석의 틀
로서의 민주성과 효율성 / 우리나라 입법의 역사와
현황
제4주 : 법률의 제정과정 (I) / 최근의 국회법 개정추이 분석
제5주 : 법률의 제정과정 (II) / 위원회중심주의 등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제도적 특징 및 개선방안
제6주 : 법률 외 법규범의 제정과정
제7주 : 입법방법론과 입법기술 / 입법지원조직 / 청원권, 입
법청원, NGO와 입법운동
제8주 : 중간시험
제9주 : 영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 미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제10주 : 독일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 프랑스의 권력분립
과 입법과정
제11주 : 일본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 중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제12주 :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 이론
제13주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입법평가제도
제14주 :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와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헌법재판과 입법,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
제15주 : 학기말시험
제1주 : 강의 오리엔테애선-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함.
제2주 : 법률의 입법과정론 1-입안단계에서의 입법과정 (의
원입법과 정부입법 비교)
제3주 : 법률의 입법과정론 2-국회의 심의과정 및 의결과정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제4주 : 입법원칙론 1-입법에 있어서의 원칙 일반론
제5주 : 입법원칙론 2-보충성의 원칙 / 체계적합성의 원칙
제6주 : 입법원칙론 3-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 신뢰
보호의 원칙
건국대학교(홍완식 교수)

제7주 : 입법원칙론 4-명확성의 원칙
제8주 : 중간시험
제9주 : 입법원칙론 5-과잉금지의 원칙 / 과소금지의 원칙
제10주 : 법률안 작성실무 1-스토킹금지법안 작성
제11주 : 법률안 작성실무 2-대체복무법안 작성
제12주 : 법률안 작성실무 3-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안 작성
제13주 : 법률안 작성실무 4-개인정보보호법안 작성
제14주 : 법률안 작성실무 5-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작성
제15주 : 법률안 작성실무 6-법안 작성 발표 (자유주제)
제16주 :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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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교재
기존 법과대학에서 강의되어온 입법학 과목의 강의교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 관한 교재로서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제3판,
2006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법과정과 비교입법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법학과목의 주교재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가
스스로가 작성한 자료집과 다양한 입법관련 논문 등이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한
국입법학회가 발간한 입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들이 주요한 강의자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
1. 교과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기존의 법과대학 보다 더욱 많고 전문화되고 다양한
교과과정이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법과대학에서는 위에 서술한 소수의 대학에서만 입법학 관련 과목이 강의
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이 사법시험 과목 위주의 교과과
정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법률가의 영역을 송무를 중심으로 한 분야로만 국한해서
볼 수밖에 없는 제도와 인식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은 전통적인 송무 중심의 법률가만
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또는 공공정책 분야에 종사할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한 교과과정 중에는 입법관련 과목도 포함되
어야 한다는 인식과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법과대학보다는 많은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입법관련 교과목이 포함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관련 과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한국법제사·서양법
제사 등의 과목은 기존의 법과대학에서도 개설되었던 과목이고, 법과대학의 법제사
과목은 입법학과는 내용이나 개설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입법
학의 한 분과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과목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고하기 위
하여 입법관련과목으로 일단 분류하였다.66)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의 입법학 강좌는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12개
대학원에서 15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학원 중 48%를 차지하였다.
강의의 제목으로는 입법학이 6강좌, 입법과정론이 2강좌, 법정책학(법정책 세미나
포함)이 4강좌이었고, 입법평가론이 1강좌, 형사입법론 1강좌, 자치입법실무 1강좌
66) 하지만 본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이 중 법제사 관련 과목은 입법학 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입법과정이
나 법정책학적 내용 혹은 입법실무적인 내용이 있는 것만 입법학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헌정사나 의
회제도론 등도 입법학과목에서 실제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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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3학점 강좌가 7강좌, 2학점 강좌가 8개이었다. 입법학이라는 강좌에는 3
학점 강좌가 많았지만, 보다 특수한 내용의 강좌는 2학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었다. 강좌 개설 학년은 3학년이 6강좌, 2학년이 7강좌, 1학년이 2강좌 이었다. 학
년 분포에 있어서 특이점은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입법학 관련 과목은 공법학 관련
과목으로 분류되고 헌법 등의 기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2학년 이상에
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관련 과목 현황
학교
건국대학교

과목명
입법평가론

개설

개설

학년
3

학기
2

학점

담당교수

비고

2

-

이론

〃

입법학

2

2

2

-

〃

〃

입법과정론

2

2

3

-

〃

법정책학

1

1

2

오준근

〃

서양법제사

1

1

2

최광준

〃

동아대학교

한국법제사

2

1

3

-

〃

서강대학교

법제사

2

1

3

이상수

〃

입법학

3

1

3

홍성방

〃

입법학

2

1

3

이우영

〃

법정책학

2

2

3

조홍식

〃

법제사

1

2

2

-

〃

형사입법론

2

1

2

-

〃

성균관대학교

입법과정론

2

1-2

2

김형성

〃

아주대학교

한국법제사

2

2

2

-

〃

〃

중국법제발전사

2

2

2

-

〃

〃

자치입법실무

2

2

2

-

실무

한국법제사

2.3

1

2

심희기

이론

헌법사

2.3

2

2

전광석

〃

경희대학교
〃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법정책세미나

3

2

3

양천수

〃

이화여자대학교

입법학

1

2

3

김대인

〃

법제사

2

1

2

-

〃

인하대학교

헌정사

2

1

3

이경주

〃

〃

서양법제사

3

1

3

장태옥

〃

전남대학교

서양법제사

3

2

3

-

〃

전북대학교

입법학

3

2

3

김승환

〃

중앙대학교

법정책학

3

1

2

-

〃

한국외국어대

입법학

3

2

2

변해철

〃

한양대학교
〃

법제사
의회제도론

2
2

2
2

3
3

-

〃
〃

〃

※ 개설학년과 학기 및 담당교수 등은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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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의 입법학 강좌를 실제 개설하는 것으로 구체적
으로 입법학 강좌의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은 이화여대, 서
울대, 전북대, 건국대 이었다. 강의과목은 입법학이 3강좌, 입법평가론이 1강좌, 입
법과정론이 1강좌 이었다. 담당교수는 모두 대학원 내의 전임교수로서 공법학을 전
공하는 교수들이었다. 다만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전문가의 보
조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강의방법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내용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순수한 강의식이 아니고,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중시하는 토론식이나
실제 법률안을 작성하여 보는 내용을 포함하는 강의였다. 특이한 내용으로는 한주
일의 강의를 2번으로 나누어 1번은 이론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나머지 한번은 이러
한 이론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현안 및 판례 등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진
행하는 방식도 있었다. 강의식 학생들의 성적 평가방법은 전통적인 중간고사, 기말
고사, 과제와 출석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수가 학생의 발표와 토론
을 중시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교과내용
(1) 입법학
입법학이란 명칭의 교과내용은 법사회학적, 법정책학적인 관점에서 입법과 관련
한 제반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입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입법학의 의의와 역사 등을 서술한 후
입법원칙, 입법과정, 입법기술, 입법평가 등을 설명하고 국회 입법과 행정입법, 자치
입법 등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

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입법학의 의의와 역사, 입
법원칙, 입법기구, 입법과정, 입법기술, 입법평가, 입법통제 등을 주로 다루고, 의회
입법,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에 관여하는 의회, 정부기관, 정
당, 압력단체, 로비스트 등을 탐구하고 있다. 입법에 대한 통제로서 헌법재판, 행정
입법과 자치입법의 통제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학부에서의 입법학 강좌와 마찬가지로 입법학의 일반적 내용 중에서 입법과
정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법정책학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특히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행태주의적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
석을 통한 계량적인 내용은 거의 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치학
이나 사회학적 분석이 가미한 학제적인 연구 보다는 규범주의적 입장에서 강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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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입법과정론
일반적인 입법학의 내용 중 한 분과를 이루는 입법과정 부분을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한 강좌이다.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학습하고, 정부입법
과 의원입법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의 입안,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의 주체인 국회를 중심으로
기업, 단체, 이익집단의 영향력, 입법의 실패, 바람직한 입법과정의 절차와 목표 등
도 언급하고, 입법관리라는 측면과 입법자 및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적 통제방법 등
도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과정의 의의 및 기능과 목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입안과정
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무 등과 국민들의 입법청원, 시민입법, 이익집단들의 입법
로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의 입법안 심사과정, 입법과정
에서의 입법평가 그리고 실습으로서 입법청원안 작성, 법률안 작성과 검토안 작성
등의 내용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입법학의 강의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로서 이론과 실무가 잘 조화되어 구
성된 강의이다. 이론을 공부하고 현실을 이해하며 나아가 직접 대안이나 내용을 경
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향후 실무에서도 도움이 될 강좌내용이다.
(3) 입법평가론
일반적인 입법학의 내용 중 한 분과를 이루는 입법평가 부분을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한 강좌이다. 법률의 제정 후 입법목표의 실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기법에
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목표의 평가 및 법률제정이후의
입법목표의 실현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평가의 의미 및 필요성과 기능,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의 현황, 입법평가의
헌법적 근거, 입법평가의 내용으로서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제도화,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외국에 있어서 입법평가제도,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의
관계 등을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 입법평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평
가를 제도화하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조건 등을 언급하고 평가기구의 제도
화, 평가인의 제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학의 강의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로서 강의내용이 매우 짜임새가 있
다. 이와 같은 고급강의가 실무교육 성격이 강한 현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에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입법학도 급속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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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개설 입법학 강의내용
-입법평가론제1주 : 입법평가론의 의의
제2주 :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제3주 :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의 현황
제4주 : 입법평가의 헌법적 근거
제5주 : 입법평가의 모듈-사전적 입법평가
제6주 : 입법평가의 모듈-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제7주 : 입법평가의 기준-명확성, 체계적합성, 준수, 집행가능성
제8주 : 입법평가의 제도화(제도화의 필요성, 입법평가제도화
의 조건)
제9주: 입법평가의 제도화(제도화의 방안-법적 제도화)
제10주 : 입법평가의 제도화-평가기구의 제도화, 인적 제도화
제11주 : 각국의 입법평가 제도-독일, 스위스, 유럽연합
제12주: 각국의 입법평가 제도-미국, 영국 등
제13주: 입법평가와 입법심사기준
제14주 : 입법평가 기법의 발전 및 전망
최윤철 교수

제15주 : 기말평가
-입법학-

건국대학교

제1주 : 입법학의 의의-입법학의 독자적 학문성
제2주 : 입법학 연구의 전개-연혁
제3주 : 법과 법률
제4주 : 입법의 원칙(체계정합성-법규의 통일성)
제5주 : 입법의 원칙(명확성의 원칙)
제6주 : 입법의 원칙(이해의 용이성-준수가능성)
제7주 : 입법의 원칙-절차적 합법성
제8주 : 입법기관(입법자-형식적 입법자, 실질적 입법자)
제9주 : 입법기관-의회 입법자
제10주 : 입법기관-정부 입법자
제11주 : 입법기관-압력단체, NGO, 로비스트 등
제12주 : 입법과정
제13주 : 입법평가-입법평가의 방법, 입법평가의 제도화
제14주 : 입법의 통제-규범통제 등
제15주 : 기말평가
-입법과정론제1주 :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및 목표
홍완식 교수

제2주 : 정부입법의 입안과정, 정부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주 : 정부입법 실무
제4주 : 의원입법의 입안과정,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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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 : 의원입법 실무
제6주 : 국민들의 입법청원, 시민입법, 이익집단들의 입법로비
제7주 : 입법청원안 작성 실무
제8주 :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
제9주 : 법제사법 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
제10주 : 본회의에서의 심의과정
제11주 :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 기능과 실제
제12주 : 실제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 사례 분석
제13주 : 법률안 작성실무
제14주 : 법률안 검토실무
제15주 : 기말평가
제1주 : ○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대표(representation)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이론
(liberal theories, republican theories, critical
theories) (the mandate-independence controversy)
○ 대의제적 입법과정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 비교 연구
○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개념
제2주 : ○ 권력분립과 의회의 구성
○ 의회입법원칙의 현대적 의의
○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의 의의 및 관련이론
(proceduralist theories, interest group theories,
institutional theories)
○ 입법과정 분석의 틀로서의 민주성과 효율성
○ 우리나라 입법의 역사화 현황
○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특징과 최근의 국회법 개정추이 분석
제3주 : ○ 법률의 제정과정 (I) : 제도적·절차적 측면 ― 국회
서울대학교
(이우영 교수)

법상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제4주 : ○ 법률의 제정과정 (II) : 이익집단과 로비의 문제,
정당정치와 입법
제5주 : ○ 우리나라 법률제정과정의 제도적 특징 및 개선방
안 ― 위원회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제6주 : ○ 법률 외 법규범의 제정과정 ― 행정입법, 헌법상
독립기관의 규칙제정권, 지방자치입법을 중심으로
제7주 : ○ 입법지원조직의 의의와 역할
○ 입법방법론과 입법기술
제8주 : 중간시험
제9주 : ○ 비교법적 관점 (I) : 영국과 미국의 권력분립과 입
법과정의 특징,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의 함의와 시사점
제10주 : ○ 비교법적 관점 (II) :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분립
과 입법과정의 특징,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의 함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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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주 : ○ 비교법적 관점 (III) : 일본과 중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의 특징,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의 함의와 시
사점
제12주 : ○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제13주 :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사법입법권, 입법평가제도
제14주 : ○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헌법재판과 입법 ―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
제15주 : 학기말시험
-입법학제1주: 입법학서론-법정책학과 입법학, 법사회학과 입법학 등
입법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해 살펴본다.
제2주: 입법학서론-입법학의 분야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법적
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제3주: 입법분석론-새로운 입법유형의 등장, 입법의 지도원리
등에 관해 살펴본다.
제4주: 입법방법론-입법판단의 구체적 구상단계, 입법내용의
확정단계, 입법형식의 정립단계 등에 관해 살펴본다.
제5주: 입법과정론1: -입법의 준비과정, 수립과정에 관해 살
펴본다.
제6주: 입법과정론2-법률안의 입안과 심사과정, 법률안의 발
안 및 심의과정, 의결 및 공포과정에 관해 살펴본다.
제7주: 입법기술론-입법기술의 적용원리, 적용지침 등을 살펴
본다.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

제8주: 입법평가론1-입법평가의 수단과 평가방법에 관해 살펴
본다.
제9주: 입법평가론2-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에 관해 살펴본다.
제10주: 입법기구론-각종 상임위원회 등 입법보좌기구 등의
합리화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제11주: 권력분립과 입법
예) 행정수도이전관련법의 제정
-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법률들이 제정된 역사를 통해 헌
법재판소, 대법원이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
토한다.
제12주: 권력분립과 입법2
예)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제정
-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역사를 통해 헌법재
판소, 법원이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제13주: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행정입법의 제정절차에 있
어서 행정효율성의 제고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상반
되는 요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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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주: 자치입법의 현황과 문제점-자치입법의 제정절차의 현
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제15주: WTO, FTA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WTO, FTA 입법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제1주 : 1. 입법의 의미와 한계 2. 입법학의 필요성
제2주 : 각국의 입법학
제3주 : 1. 입법정책과 입법의 목적 2. 입법체계와 입법참여자
3. 입법과정
제4주 : 1. 국가기능의 체계에서의 의회의 입법권 2. 법률유보
의 원칙 3. 입법권의 기능저하 내지는 기능상실
제5주 : 1. 입법자, 입법자의 임무, 입법의무 2. 입법자의 권한
제6주 : 1. 법률의 기능 2. 법률의 유형
제7주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판례
제8주 : 중간시험,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원칙 판례
제9주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판례
전북대학교
(김승환 교수)

제10주 : 1. 비례의 원칙 2. 적합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제11주 : 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제12주 : 1. 법률의 체계성 2. 법률규정의 구조, 밀도, 내용에
대하여 제기되는 요청
제13주 : 1. 법률의 범위, 표현력 및 간명성에 대하여 제기되
는 요청 2. 이해가능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요청
제14주 : 1. 법률과 법규명령 2. 법률에 의한 수권의 명확성
3. 법률에 대한 법규명령의 효력
제15주 :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에 관한 전통적 견해 3. 전통적 구분에 대한 비
판론
제16주 : 총정리, 기말시험

3. 강의교재
(1) 강의교재의 개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학 관련 교재로서는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과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제3판), 박영사, 2006.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외에 강의교수가 개별적으로 편찬한 강의집이나 참고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예정
되어 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다.
외국어로 된 교재로는 영어교재인 Philippe Thion et al. ed., Legislation in
Context, Ashgate, 2009와 Luc Witgens et al. ed., Legiprudence: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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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Approach to Legislation, Hart Publishing, 2003 그리고 . William
N. Eskridge, Jr., Philip P. Frickey, Elizabeth Garrett 공저,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Foundation Press, 2000 등이 있다. 독어로 된 교재로
는 U,Karpen(Nomos, 입법・행정・사법론); H Hill,(입법학입문); H Schneider(C.
F. Mueller, 입법) 등을 적시하고 있다.
보조교재로서

매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논문, 관련법령, 각종 입법공청회 자료

집, 각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국회 회의록, 현안과 관련된 사실 및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직까지 강의에 적합한 강의교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
다. 그래서 강의자들마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입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학 관련 강의에 사용될 수 있
는 표준적인 입법학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요한 강의교재의 구체적 목차
법학전문대학원 이후 여러 대학교에서 입법학, 입법과정론, 입법평가론 등 입법학
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의에 적합한 강의교재
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강의자들마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입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학
관련 강의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입법학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교재를 제외하고 현재 입법학 강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임종
훈/박수철, 입법과정론(서울: 박영사)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박영도, 입법학 입문(서울: 한국법제연구원)이 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3과 같다.

4. 실무교육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는 대개 변호사사무실, 기업의 법관련 부서, 관공서
의 법관련 부서 등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제처와 교류협정을 맺어서 엑스턴십을 할 수 있
는 준비를 하였다. 이는 입법학 관련 과목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론 교육에만 그
치지 않고, 실무교육이니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의원입법의 운영실태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실이나 국
회 입법조사처 등과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학 관
련과목이 운영되어진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법과대학 내지 법학전문대학원과 국회, 법제처, 법제연구원과의 연계교육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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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다만 법제처가 가장 활발하게 법학전문대학원과 입법에 관
한 교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법제처는 2009년 10월 현재 17개 대학의 로스
쿨(법학전문대학원)과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머
지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류･협력
의 주요 내용은 법규범을 창조하는 법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
서, 각 로스쿨의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
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법
제처의 주요 업무인 정부 입법정책 분야와 법령의 입안과 심사, 법령해석 분야의
실제 사례가 로스쿨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고 논의되도록 함으로써, 로스쿨 제
도의 개편 의미를 살리고 또한 추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공부문의 진출 확대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협약의 추진 목적으로 법제처는 설명하고 있
다. 법제처는 2009.8.15부터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 약간 명을 썸머 인턴으로 1개월
간 시범운영하였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능력 향상 프로
그램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법제처와 같이 입법교육을 위한 전문프로그램과 교육진을 확보하고 실무
차원에서 입법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입법 실무기관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
하여 법치주의 확산･정착과 입법 분야의 실무를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법제처와 국회에서의 입법학 교육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부입법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중앙
행정관청인 법제처 등에서 입법에 관한 교육을 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관은
입법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입법학의 이론 보다는 실무교육을 중시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법제처에서의 입법학 교육
실무교육을 가장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제처를 들 수 있는데 법제처
의 실무교육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사·공
단 등 공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입법 실무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법규 입
안·적용 능력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부처의 요청이
나 필요에 의한 교육도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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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를 순회하며 1985년부터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법 등을
중심으로 ‘시·도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
자 법률교육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정책의 법제화, 법령입안기준, 규제개혁과 법
제개선, 법령심사 사례, 통합형 입안시스템 소개와 기타 필요 내용을 교육하고 있
고, 둘째,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법률교육은 자치입법실무, 자치법규실습, 주임참여관
련 법제, 행정절차법과 기타 필요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셋째, 시도 법률교육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법해설, 행정심판실무, 행정 절차법
해설, 실무행정법, 주민참여관련법제와 기타 필요사항을 강의하고 마지막으로, 공법
인 법률교육은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입안심사기준, 민
사소송 특강, 행정심판실무와 기타 필요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법제처의 이러한 교육의 교재로는 법제처의 입법실무 전문가들이 매년 새로운 내
용의 교재를 편찬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9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법
률교육 교재로서 정책의 법제화(한상우), 법령입안심사기준(김대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안정애), 행정소송실무(김현호), 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법(홍승진),
법령심사사례(최종진), 의원입법 검토실무 안내(방극봉),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정해
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도 시·도 법제업
무담당자 법률교육의 교육교재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이경아), 사례로 알아보는
행정법령(채향석), 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법(홍승진), 지방자치법해설(김계
홍), 자치입법실무(한상우)로 구성되어 있다. 공법인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의
교육교재로는 실무행정법(방극봉), 법령체제와 입법절차(이상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시·도 법률교육 교재가 따로 편찬되는 등 법제처는 입법에 관한 많은

실무교재를 직접 편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재는 내부 용도로만 주로 사용될
뿐 대학이나 학계에는 거의 공급되고 있지 않다.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의 입안ㆍ운용능력과 법집행의 공정성제고 및 시ㆍ도 및
중앙부처 법제업무담당자의 입법역량을 강화와 공법인의 법제운용능력향상을 위하
여 1) 시ㆍ도 법률교육, 2) 시ㆍ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3)
공법인 법률교육, 4) 중앙행정기관 입법실무 과정, 5)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법률교
육 강사 등 지원의 형태로 법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률교육 추진 현황 및 실적67)
2009년도의 법률교육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67)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률교육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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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법률교육 추진현황
<2009. 10. 31 현재>
종류

교육내용

지자체 등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행정절차법, 법제
법률교육 지원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교육
기간

교육지역
(기관수)

교육
인원

-

66

12,131

계

12,131

(2) 연도별 법률교육 추진실적
가. 시․도 법률교육 실적
<2009. 10. 31 현재>
연도별

교

육

내

용

교육
기간

교육
지역

교육인원

‘03

자치입법실무, 행정심판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지방
재정법해설, 행정절차법해설, 인허가법제실무, 민법총칙

5일
4.8-5.30

16개
시도

2,359명

‘04

5일
자치입법실무, 행정심판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지방
4.19-6.11
재정법해설, 행정절차법해설, 실무행정법, 민법총칙

16개
시․도

2,423명

‘05

자치입법실무, 행정심판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지방
5일
재정법해설, 행정절차법해설, 실무행정법, 재량행위 투
4.11-6.17
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민법총칙

16개
시․도

2,310명

‘06

5일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지방자치법해설, 행정절차법해
3.27-6.30
설, 민법총칙, 자치입법실무, 행정심판실무, 실무행정법

16개
시․도

2,613명

‘07

5일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지방자치법해설, 행정절차법해
설, 실무민법, 자치입법실무, 행정심판실무, 실무행정법I, 4.2-5.18
실무행정법II
10.29~11.2

16개
시․도

1,942명

‘08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법해설,
행정심판실무, 행정절차법해설, 실무 행정법, 주민참여
관련 법제

5일
4.14-5.30

15개
시․도

2,031명

‘09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 지방자
치법 해설,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행정심판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행정법령,
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법

5일
3.30-5. 1

15개
시․도

2,114명

계

15,792명

○ 연도별 교육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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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실적
<2009. 10. 31 현재>
연도

교

육

내

용

교육기간

교 육
기관수

대상인원

‘03

․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 행정심판실무, 행정
소송실무

3일
3.12.-14.

16개
시도

47명

‘04

․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 민법총칙, 행정절차
법해설

3일
3.12.-14.

16개
시도

34명

‘05

․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행정절차법해설

3일
3.7.-9.

16개
시도

43명

‘06

․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지방자치법해설, 자치입법실무,
자치법규입안사례

3일
2.22.-24.

16개
시도

37명

‘07

․ 자치입법실무, 법령해석제도 안내, 자치법규실습, 행정소송실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정비기준」 소개, 지방자치법
해설

3일
3.7.-9.

16개
시도

42명

‘08

․ 자치입법실무, 자치법규실습, 주민참여관련 법제, 행정절
차법

3일
3.19.-21.

15개
시도

38명

‘09

․ 자치입법실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자치법규 등의 입
안․심사․해석 사례, 法으로 읽는 영화,영화로 읽는 法,
사례로 알아보는 행정법령, 지방자치법 해설

3일
3.11.-13.

15개
시도

39

계

280명

○ 연도별 교육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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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실적
<2009. 10. 31 현재>
연도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 육
기관수

대상인원

‘03

․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법령입안기준 및 심사사례, 국회입법
3일
2.12-14.
과정개요, 행정소송실무, 분임토의

35개
기관

42명

’04

․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법령입안기준 및 심사사례, 국회입법과
3일
2.23-25.
정개요, 행정소송실무

42개
기관

47명

’05

․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법령입안기준 및 심사사례, 국회입법
과정개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3일
3.2-4.

42개
기관

44명

’06

․ 법제업무와 혁신,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법령체계와 입법
3일
3.8-10.
절차, 법령입안기준, 법령심사사례

39개
기관

41명

’07

․ 법령입안기준, 정부유권해석제도 안내, 법령심사사례, 정부
입법통합시스템소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사업과 「정비
3일
기준」 소개, 의원입법 검토업무 안내, 행정소송실무, 법 3.21-23.
령체계와 입법절차

40개
기관

40명

08

․ 규제개혁과 법제개선,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법령입안기준,
3일
5. 7.-9.
통합형 입안시스템 소개, 정책의 법제화, 법령심사 사례

28명
28개 *법사회 일정
기관 등의 이유로 다
수 불참

‘ 09

․ 정책의 법제화 실무, 법령입안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 만
들기, 행정소송실무, 법령심사 사례, 법으로 읽는 영화․영화
3일
로 읽는 법, 의원입법 검토 체계와 과정, 법령해석 실무 및 5.13-15.
사례 등
계

30개
기관

32명

274명

○ 연도별 교육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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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행정기관 입법실무 과정 실적
<2009. 10. 31 현재>
연도

교

육

내

용

교육기간

교육
기관수

교육
인원

민주주의와 법치행정,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총칙․
3일
25개
보칙 및 부칙규정의 해석과 입법, 행정조직의 법제화, 정책의
법제화 I(인․허가제도), 정책의 법제화 II(행정계획 등), 권익구 4.12-14. 기관
제의 법제화(행정쟁송, 손해전보), 분임토의 및 종합발표

46명

법령체계․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총칙․보칙 및 부칙규
33개
3일
’06.11. 정의 해석과 입법, 정책의 법제화 (허가․등록 등의 영업제도 및
11.15-17 기관
행정제재), 행정조직의 법제화, 법제실습(분임토의 및 종합발표)

56명

’06.4.

법령체계․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총칙․보칙 및 부칙
규정의 해석과 입법, 행정조직의 법제화, 정책의 법제화(허가․
등록 등 영업제도 및 행정제재), 분임토의 및 종합발표

3일
4.11-13

26개
기관

38명

법령체계․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총칙․보칙 및 부칙
’07.11. 규정의 해석과 입법, 행정조직의 법제화, 정책의 법제화(허가․
등록 등 영업제도 및 행정제재), 분임토의 및 종합발표

3일
11.14-16

26개
기관

39명

법령체계․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총칙․보칙 및 부칙
’08.10. 규정의 해석과 입법, 정책의 법제화(허가․등록 등의 영업제도
및 행정제재), 행정조직의 법제화, 법제실습 및 종합발표

3일
10.15-17

22개
기관

69명

’07.4.

계

248명

마. 공법인 법률교육 실적
<2009. 10. 31 현재>
연도별

교

육

내

용

교육기간

교육
기관수

교육
인원

’03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인론, 법령체계와 입법과정, 정부계약법, 공공분야의
노사관계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집행실무, 국세징수실무, 특강
(정부산하기관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4일
6.23-26

26개
기관

67명

’04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인론, 공공분야의 노사관계법, 법령체계와 입법과정,
법규입안심사기준, 행정심판실무, 행정소송실무, 민사집행실무, 특강(정
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해설)

4일
7.5-8

33개
기관

85명

’05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인론, 공공분야의 노사관계법, 법령체계와 입법과정,
실무행정법, 법규입안심사기준, 행정심판실무, 행정소송실무, 특강(입법
과정과 입법기술론)

4일
6.7-10

34개
기관

85명

’06

소양교육(건강관련), 공법인특강(공법인의 종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민법(총칙부분),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민사소송법, 행정심판실무 및 사
례

2박 3일
6.28-30

35개
기관

57명

’07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민사소송특강,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법령입안심
사기준, 행정심판실무, 소양교육(심신단련)

2박 3일
10.10-12

28개
기관

28명

’08

실무행정법, 민법,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법령입안 심사 기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행정심판실무

2박 3일
10.22-24

24개
기관

29명

계

3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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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교육만족도
100.0%
95.0%
90.0%
85.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96.4%

96.0%

96.3%

2006

2007

2008

91.8%
82.9%

2004

2005

2. 국회에서의 입법학 교육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심으로 되어 입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입법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 외에 지방의회, 교사 기타 국민에 대하
여 극회와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국회 인턴 대
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
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
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입
법·정책연구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입법 및 정책현안을 조사·연구하여
제공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 등에 입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입법동향을 파
악하여 이를 제공하는 등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요한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수 이외에도, 지방
의회와 교사, 기타 국민에 대하여도 의회제도 등에 관한 연수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 연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및 전문위원, 직원을 대상으
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 연수의 내용
(1) 지방의회 의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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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1) 대상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2) 기간 및 장소
연간 5회, 각 3일
장소-국회, 지방
3) 연수목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간 정보교환 및 교류
ㆍ협력 이 증진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4) 연수방법
총 5회의 연수과정 중 일반과정은 2회, 전문과정은 3회 개설되고 있으며, 구
체적인 교육내용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다.
나. 연수과목
1) 일반과정
분야
계

교과

기타

과목
7과목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시간
15
3

예산안ㆍ결산 심사

3

행정사무 감ㆍ조사

3

특강

2

분임토의
의회 간 교류의 시간

2
1

입교식 및 과정안내

1

2) 전문과정 Ⅰ: 사회복지분야
분야
계

교과

기타

과목
7과목
사회복지 정책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시간
15
2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이해

3

사회복지법 체계와 조례제정

3

특강
의회간 교류의 시간

2
1

입교식 및 과정안내

1

제3장 입법학 교육의 실태분석 ∥

89

3) 전문과정 Ⅱ․Ⅲ : 결산심사/예산안 심사 분야
분야
계

교과

기타

과목
7과목
지방재정분석
결산심사기법/예산안심사기법
사업예산제도
지방재정법 해설
특강
의회 간 교류의 시간
입교식 및 과정안내

시간
15
2
3
3
3
2
2
1

(2) 지방의회 직원연수
가. 개요
1) 대상
광역 및 기초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
2) 기간 및 장소
연간 6회, 각 5일/3일.
장소-국회.
3) 연수목표
지방행정의 복잡ㆍ다양화에 대비한 전문성을 갖춘 의회인력 양성.
원활한 의회운영능력 함양.
지방의회 직원 간 교류 활성화.
나. 전문위원 연수
전문위원 과정으로 총3차에 걸쳐 진행
1) 연수과목
분야
계

교과

기타

과목
12과목
조례안 입안 및 심사실무
예산안ㆍ결산 심사실무
행정사무 감ㆍ조사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특강
회의운영론
의안실무
검토보고서 작성방법
현장견학
국회참관
의회 간 교류의 시간
입교식 및 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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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35
3
3
3
3
3
3
3
3
5
3
1
1

다. 직원연수
의회실무과정으로 총3차에 걸쳐 진행
분야
계

교과

기타

과목
11과목
조례안 입안 및 심사실무

시간
35
3

예산안ㆍ결산 심사실무

3

행정사무 감ㆍ조사실무

3

지방자치법 해설

3

특강

2

의안실무

5

의사실무

5

현장견학

5

국회참관
의회 간 교류의 시간

3
2

입교식 및 과정안내

1

3. 국회와 법제처 입법실무교육에 대한 평가
현재 법제처와 국회에서 입법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입안․운
용능력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도 및 중앙부처 법제업무담당자의 입법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며, 공법인의 법제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 법률교
육,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공법인 법률교육, 중앙행정기
관 입법실무 과정,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법률교육 강사 등 지원의 법률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66개 지역, 12,131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행정절차법, 법제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3
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 법률교육은 대체로 15개
내지 16개 지역,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되었다. 실무교육에 대한 만족
도는 약 90% 정도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
육은 대체로 15개 내지 16개 지역,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007년과 2009년에는 100%가 나오는 등 매우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은 대체로 30에서 40여개
기관,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90% 이
상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은 대체로
30여개 기관, 30에서 80여명을 대상으로 4일 내지 2박 3일 등으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에 대해서도 2004년 82.9%가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90% 이상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입법실무과정교육은 대체로 20에서
30여개 기관, 40에서 70명 사이의 인원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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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수, 지방의회와 교
사․기타 국민을 대상으로 의회제도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지방의
회의회 연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 연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원과 전문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연수는
연간 5회, 3일간 실시되고 있다. 5회의 연수과정 중 2회는 일반과정, 3회는 전문과
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과정에서는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결산 심사, 행
정사무 감․조사 등을 다루고, 전문과정에서는 사회복지분야와 결산심사/예산안 심사
분야에 대한 실무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는 연
간 6회, 각 5일/3일로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회의
운영론, 의안실무, 검토보고서작성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일반
과정과 유사하다.
현재 법제처와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실무교육은 입법기관, 입법담당자, 교
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입법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입법절차, 법령체계,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국회입법과정, 행정소송실무 등
입법실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법이론 부분을 빠져 있다. 그러나 국회,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입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에서처럼 입법이론이 결여된 입법실무교육은 공허할 수
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입법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V. 사법연수원에서의 입법학 교육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
을 높이며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 습득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
이다.68)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으로서의 실무교육을 주로 하면서 1997년부터 전문분야 법
학교육 및 연수, 대학 등 법학교육기관과의 연계, 실무교육의 내실화·다양화를 기하
고, 각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여, 학점제·학기제와
같은 대학원 운영방식의 도입을 하고 있다. 대륙식 법조인 양성제도에 미국식 로스
쿨 교육방식을 결합한 한국형 모델의 법조인 양성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학기제로 운영되는데 제1학기 기초과정, 제2학기 발전과정, 제3학
기 임상과정, 제4학기 완성과정 등

4가지 과정으로 이우러져 있고 학점제를 채택

하고 있다. 또한 2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중 3분의 1 정도를 전
문과목강좌에 배정하였고, 조세, 지적재산권, 국제, 사회, 경제 등 7개의 계열별로
40개 과목이 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연수생 각자는 7개의 전공계열 중
1개의 전공계열을 선택하여야 하며 1,2학기에 동일한 전공계열내의 과목을 수강하
68)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jrti.scour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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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학기와 2학기 중에는 주 5일간 매일 약 4 내지
6시간씩 민사, 형사, 검찰 및 변호사 실무를 포함한 법률실무과목과 일반법, 전문
및 특별법과 외국법 등 법률이론과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기교육기
간 중 12시간에 걸친 근로봉사연수와 70시간에 걸쳐서 법률구조공단, YMCA, 시청
및 구청 등 피봉사기관에 파견되어 법률상담 등의 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상담
봉사연수 등 사회봉사연수가 이루어진다.
연수생들은 2학기의 후반부와 3학기에 걸쳐 법원, 검찰, 변호사 각 2개월씩 합계
6개월간의 실무수습과 1개월간의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법원실무수습기간 중에는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각종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소
송진행 요령, 판결서 작성 등의 지도를 받는 한편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민사조정
에 참여하고 등기, 호적 등 법원의 각종 업무에 관하여 현장 지도를 받는다. 또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국선변호기회도 갖는다.
검찰실무수습기간 중에는 검사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지도관의 지도 아래 각종
사건의 수사, 결정문 기타 서류의 작성, 공판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건처리
및 사법경찰관 지도 등 검사로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체득한다. 이 기간 중 연수
생들은 유치장 감찰, 사체부검 참관, 영장집행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
변호사실무수습기간에는 각 변호사회의 담당 지도변호사로부터 실제 사건을 바탕
으로 수임자와의 면담요령, 소장을 비롯한 각종 소송 서류의 작성 방법 등 사건 수
임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지도를 받는 한편 지방변호사회에
서 제공하는 강의에 참석도 한다.
6개월의 실무수습 후에 이루어지는 1개월간의 전문분야 실무수습은 전문분야 교
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종전의 관련분야 실무수습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원
내교육을 통해 습득한 실무이론을 현장에서 심화시키고 경험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실무수습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한국증권거래소 등
상사기관, 한국방송공사 등 언론사, 삼성그룹 등 유수기업을 비롯한 각 전문분야에
사법연수생을 배치하여 현장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현황과 업무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실무기술을 전수받도록 하는 등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은 법률실무(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
무), 일반법률과목(일반법, 전문 및 특별법, 외국법 및 법학인접분야), 법조윤리, 실
무수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일반법률과목은 전공과목으로 민사계열, 형사
계열, 공법계열 등 7개 계열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공법계열과목은 기본권연구,
행정구제법, 언론법연구, 공공행정실무, 통치구조연구, 헌법재판제도연구, 행정법실
무연구 등이 있을 뿐 입법학 관련 과목은 없다. 법학인접분야도 사법제도론, ADR,
여성과 법, 협상론, 이슬람법과 문화 등이 있을 뿐 입법학 관련 과목은 없다. 입법
학과 관련된 강좌는 사법연수원 강의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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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연수원은 제3학기 차에 1개월간 전문분야 실무수습
을 행한다. 이는 법조인의 대량배출에 따른 직역확대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
법조인의 양성 및 전문분야에 대한 개념법학자적 이론가가 아닌 실무가 양성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수습기간은 1개월인데 2009년도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
지 행하여졌다.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은 사법연수생의 전공과 관련한 기관 가운데
희망기관을 지원받아 배치한다.
2009년도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은 114개 기관이었는데 이 중 입법학과 관련된
기관은 국회사무처(1명), 국회의원 박은수 의원실(1명), 국회의원 이두아 의원실(2
명),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실(2명),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실(2명),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실(1명) 등 6개 기관이다. 전체 실무수습기관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
다. 실무수습기간도 1개월로 매우 짧고 수습연수생수도 전체 1000명 중 8명으로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9)

사법연수원의 실무수습에서는 극히 미약

하지만 입법학과 관련하여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법연수생의 희망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국회와 관련하여서만 이루어지고 그 기간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의 방침이나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연수생 스스로가 자원하여 입법학관련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실무수습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Ⅵ. 입법학 관련 연구자료 현황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입법학 관련 연구자료를 입법학 분야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에 기재한 내용은 입법학 분야를 총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과 기타로 나누고 이를 각각 논문과 단행본으로 나누어 정
리한 것이다.
입법학에 관하여 조사된 연구자료의 전체 숫자는 165자료이고 이중에서 논문자
료가 93자료, 단행본 자료가 72자료이다. 총론자료는 논문자료가 18자료, 단행본
자료가 6자료이다. 입법과정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28자료, 단행본 자료가 7자료이
다, 입법방법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3자료, 단행본 자료가 2자료이다, 입법기술론 자
료는 논문자료가 11자료, 단행본 자료가 20자료이다, 입법평가론 자료는 논문자료
가 12자료, 단행본 자료가 18자료이다. 기타 자료는 논문자료가 21자료, 단행본 자
료가 19자료이다.
입법학 연구자료 중에서는 기타 부분 연구자료가 가장 많지만 이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적고, 단일분야로서는 입법과정 부분이 35자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입법기술 부분이 31자료, 입법평가 부분이 30자료, 총론 부분
25자료, 입법방법 5자료 순이었다. 역시 입법학의 가장 핵심되는 입법과정 부분이
69) 심지어 일부 의원 사무실은 2주간으로 아주 단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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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의 숫자에서도 가장 많았다. 아래 부분은 이를 각각 논문과 단행본으로 나
누어 정리한 것이다. 실무부분에서 나온 자료로는 역시 입법기술 부분이 가장 많고,
이론 부분에서는 입법과정 부분이 가장 많다.
입법학 연구자료 집계(1960년 - 2009년)
분야

논문

단행본

총계

입법학총론

18

6

24

입법과정론

28

7

35

입법방법론

3

2

5

입법기술론

11

20

31

입법평가론

12

18

30

기타자료

21

19

40

합계

93

72

165

1. 입법학 총론 관련 연구 현황
(1) 논문
김대희, “한시법에 관한 소고,” 법제, 2000. 12.
김병화,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
김승환, “입법학에 관한 연구: 입법의 주체․원칙․기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1987. 7.
김춘환,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에 의한 통제,” 공법연구 34-3, 2006.
박규하, “규범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 고시연구, 1989. 1.
박영도, “새로운 학문유형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과 성립가능성,”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이발래, “국회입법형성권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
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8.
이상영, “열린 법학을 위하여: 입법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7호, 1994.
이상영, “입법학 정립을 위한 변증론,” 법학연구(충북대) 제7권 1호, 1995.
이상영, “입법의 원칙에서 본 한국의 입법자와 입법과정 분석,” 입법학연구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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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0.
이상영, “입법의 역사와 입법의 근본 질문에 대한 소고,” 입법학연구 제2집,
2002.
이상영, “한국 입법연구의 동향과 전망,” 입법학연구 제3집, 2006.
임종훈, “미국의 입법학 연구의 동향: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입법학
연구 제3집, 2006.
조정찬, “한시법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5호, 1998.
최대권, “입법의 원칙,” 법학(서울대) 제25권 4호, 1984. 12.
최대권, “입법학의 의의와 목표,”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최윤철, “독일 입법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입법학연구 제3집, 2006.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 2006. 2.
(2) 단행본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1992.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Ⅰ):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Ⅵ):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법무부,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법무자료 제171집), 1993.
헌법재판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8권), 1996.

2. 입법학 각론 관련 연구 현황
(1) 입법과정론
가. 논문
구자용, “입법과정의 동태적 측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비교사례연구,” 한국
행정학보 제19권 2호, 1985. 12.
권영설, “국회의사절차의 헌법상 쟁점과 과제,” 헌법학연구 10:3, 2004.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34-3, 2006.
김남진, “입법과정에 대한 법학적 고찰,” 사법행정, 1967. 2.
김병록,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8:2, 2000.
김용구,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1984. 8.
김철용, “서독의 입법과정과 실제,” 의정연구 제44집, 1991. 1.
남복현, “법률의 입법과정 실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여부 결정실제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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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과 사회 제24권, 2003.
박근용, “시민운동과 입법과정: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
나?,” 입법학연구 제4집, 2007.
박정원, “북한의 1998년 헌법상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입법학연구 제4집, 2007.
박종희, “법률안 회부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의 연구: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제3집, 2006.
박찬표, “국회위원회제도의 이론적 탐색과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0:3, 2004.
서원우, “한국의 입법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자치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9권 2호, 1971.
서원우, “한국입법과정의 이념과 현실”, 법학(서울대) 제25권 4호, 1984.
우병규, “미국의 입법정보처리의 제문제,” 국회보, 1969. 1.
우병규, “미국의 입법부의 기능: 구성과 기능면에서,” 국회보, 1967. 9.
유종해, “한국입법과정의 이념과 현실,” 사상과 정책 제24호, 1989. 9.
임종훈,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공법연구 34-3, 2006.
임지봉,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 입법학연구 제2집, 2002.
장명근, “미국의 입법기구 및 입법과정,” 법제, 1980. 8.
전기성, “자치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전하성, “입법심사과정의 기능도 분석,” 국회보, 1984. 8.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법과 사회 제6권, 1992.
정 철, “중국의 입법절차와 민주주의,” 입법학연구 제4집, 2007.
천병호, “상임위원회 입법심사과정분석,” 입법조사월보, 1988. 7.
최대권, “입법학 연구: 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법학(서울대) 96, 1994. 12.
최정일,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한문수,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기능 : 법안 제안과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국회
보, 1967. 9.
홍완식,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제11호, 2007. 2.
나. 단행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입법과정의 제문제(입법참고자료 제123호), 1970.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주요국의회의 입법과정과 법제기구(입법참고자료 제266
호), 1989.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각국의회의 입법과정, 1991.
박동서(편),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Ⅱ):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4.
우병규, 입법과정론: 한국과 구미와의 비교, 일조각,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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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필(역), 미국의 입법과정, 성화사, 1976.
(2) 입법방법론
가. 논문
김성필, “법정책학의 개념과 학문적 영역,” 법과 정책연구 제1집, 2001. 12.
손

성, “법정책학의 형성과 전개(Ⅰ): 그 서설적 접근,” 행정논총(동국대 행정대
학원) 제19집, 1990.

이상영, “법사회학적 입법연구: 토지공개념 3개법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8.
나. 단행본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Ⅳ):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한국법제연구원, 1996.
(3) 입법기술론
가. 논문
김기표, “법령입안심사기준연구,” 법제, 2006. 1.
김성현, “시행일규정이 유형별 입법례 및 문제점 검토,” 법제 제435호, 1994. 3.
김종두, “[입법실무보고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국회의 입
법심사사례,”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민동기, “입법상의 경과조치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월보, 1989. 11.
윤장근, “미국 연방 정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사용에 관한 연
구,” 입법학연구 제3집, 2006.
이강혁, “입법학과 입법기술,” 월간고시, 1983. 6.
이한주, “입법기술에 관한 소론,” 의정자료 제16집, 1989. 1.
정영모, “입법정책과 입법기술,” 국회보, 1967. 7.
조정찬, “입법형식과 소관사항,” 법제연구 제7호, 1994.
진재훈, “입법기술에 관한 고찰,” 국회보, 1982. 4.
진재훈, “입법기준에 관한 고찰,” 국회보, 1983. 6.
나.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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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체계자구심사사례집, 2006.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법률안의 기초 및 심사기준(입법참고자료 제283호),
1992.
김은경(역), 법률용어: 입법용어, 한국법제연구원, 2003.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Ⅲ):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Ⅳ):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한국법제연구원, 1996.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Ⅴ):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박영도, 법령용어사례집: 유사법령용어, 한국법제연구원, 2001.
박영도, 선진 4개국가의 법제기구 및 법안심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박영도, 입법학 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Ⅰ): 프랑스의 법령입안심사기준, 한국법제
연구원, 2003.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Ⅱ): 스위스의 법령입안심사기준, 한국법제
연구원, 2004.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Ⅲ): 오스트리아의 법령입안심사기준, 한국
법제연구원, 2004.
박윤흔, 입법기술강좌, 국민서관, 1970.
법제처,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5.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해설Ⅰ, 2007.
윤장근,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 법제처, 1993.
윤장근, 경과조치·적용례에 관한 입법례 연구, 법제처, 2004.
이익현, 용어정의규정에 관한 연구(법제개선자료 2집), 법제처, 1995.
입법기술연구소(편), 법령작성의 상식, 법령편찬보급회, 1990.
(4) 입법평가론
가. 논문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2009. 6.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2집, 2002.
신상환,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법제 제540호, 2002. 12.
이덕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정책의 입법영향평가,”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8. 2.
이상윤,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2009. 6.
임명현,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입법평가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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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8.
전기성, “입법심사기준표의 제정과 발전을 위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2집, 2002.
정창화,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GFA 평가방법과 분석기법
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 2호, 2007. 8.
정호영, “입법평가를 위한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4. 2.
최윤철,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제
33집 제3호, 2005. 5.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8집, 2005. 10.
홍완식, “독일의 입법평가: 독일 국가규범통제원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입
법평가연구 창간호, 2009. 6. 등70)
나. 단행본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균성,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7.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역), 독일의 입법평가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역), 오스트리아와 인접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영도/김영아(역), 법률평가와 입법평가[Ⅱ]: 국가실무와 경제에 관한 국내 및 외
국의 경험보고,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영도/안성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Ⅰ): EU의 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
연구원, 2007.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Ⅳ):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한
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Ⅴ):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장병일(역), 입법평가 입문: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Ⅱ):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한
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장병일/안성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Ⅲ):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70) 최근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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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이재윤/박세용(역), 입법평가론, 한국법제연구원, 2008
최윤철,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홍준형,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등71)
3. 기타
(1) 논문
김대현, “행정입법 검토제도,” 입법학연구 제2집, 2002.
김도창, “한국에서의 입법의 이상과 현실”, 법학(서울대) 제25권 4호, 1984.
박영도,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공법연구 34-3,
2006.
오호택, “의원입법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0:2, 2004.
이강혁, ”입법학의 과제”, 현대공법학의 제문제(우당 윤세창박사 정년기념), 박영
사, 1983.
이상윤, “일본의 참의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8:1, 2002.
이성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입법학연구 제4
집, 2007.
이승우, “한국의 입법권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공법연구 35-2,
2006.
이우영, “한국의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로비스
트 등록및활동공개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법학(서울대 제46권 3호,
2005.
이우영,

”직접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국민발안

(Initiative)제도를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제3집 , 2006.
임지봉,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입법학연구 제3집,
2006
장영수, “헌법상 입법권자의 임무와 역할,” 공법연구 35-2, 2006.
전기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의 제정 배경,” 입법학연구 제2집, 2002.
최대권, “제정법의 해석”, 법학(서울대) 제30권 1.2호, 1989.
최대권, “입법학연구: 입법변론을 중심으로”, 법학(서울대) 81.82, 1990. 8.
최송화,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자”, 법학(서울대) 제25권 4호, 1984.
최윤철,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제31
집 제3호, 2003. 3.
71) 최근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단행본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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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입법학: 우리의 과제와 방향,”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2002.
12.
홍완식, “국기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입법학연구 제3집, 2006.
홍완식, “특별검사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입법학연구 제4집, 2007.
(2) 단행본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1992.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199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005.
국회운영위원회, 의회대사전, 1993.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주요국의회의 의사규칙(입법참고자료 제274호), 1990.
권영민, 입법실무, 연수사, 1977.
김두현, 행정입법론, 법문사, 1990.
박동서/김광웅(편), 의회와 행정부, 법문사, 1989.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사, 1992.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법제처, 입법모델(Ⅰ)-(Ⅳ), 2001-2004.
우병규, 각국의회의 비교연구, 일조각, 1983.
임종훈/박수철(공저), 입법과정론(제3판), 박영사. 2006.
입법기술연구소(편), 법제실무연수자료집, 법령편찬보급회, 1989.
입법기술연구소(편), 일본의 입법, 법령편찬보급회, 1990.
최대권, 헌법학: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최대권 외, 사회변화와 입법, 오름, 2008.
최요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홍일표, 기로에 선 시민입법, 후마니타스, 2006.

Ⅶ. 소결 - 입법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제언
법률가는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특히 법률과 행정입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입법함에 있어서도 법률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법률과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위헌성
·합리성·경제성 시비에 관한 논란은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입법과정이나 입법내용, 입법체계 등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
다. 올바른 입법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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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론과 입법실무의 발전을 입법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능통한 입법·법제
전문가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가 있다면, 남은 과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관련과목을 강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필요가 있더라도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관련 과목 강의는 공염불이 되기 쉽다. 새로운 법률가상
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은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법학발전 초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에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다른 법학교과목처럼 표준화
된 교육내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관련 강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교재가 알차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대학에
서의 강의와 입법관련 논문을 기초로 하여 강의내용과 강의교재가 개발될 수 있다.
아직 입법학에 관한 연구의 질과 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입법학
연구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강의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실무계와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한국입법학회가 ‘모범
강의계획서’ 또는 ‘표준 강의계획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의교재와 관련해
서도 입법학을 담당하는 교수들과 실무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적합한 입법학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입법학 교
육에 적합한 교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동작업을 통한 교재의 개발이 바람
직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입법학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무 어느 한쪽에
만 치중하지 않고,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교육을 통하여 이론가 양성과 실무가 양
성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의 입법학 또는 입법관련 교육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조례의
입안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앙부처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서는 법령의 입안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교육기간이
지극히 단기간이라는 점과 교육내용의 실무편중성이라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입법이나 법제에 관한 교육이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법제처와 국회
에서의 입법·법제 관련 실무교육이 있다는 점 자체가 고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관학협동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엑스턴쉽과 위탁교육 등의 상호 교차교육을 통하여 입법이론과 실무교육이 조화롭
게 이행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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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학부에서의 커리큘럼 내용>
1-1 이상영 교수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입법학 강의)
o 강의계획서
제1주

: 법, 입법, 입법학

- ‘개념’, ‘언어와 실제, 그리고 관념’, 그리고 양자

역학적 ‘정의’
제2주 : 입법학의 정체와 그 영역
- 입법의 역사와 현재, 입법에 관한 이론, 입법과정과 입법의 실제
제3주 : 법과 입법의 역사 (빵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법이 먼저였을까)
-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제4주 : J.Bentham vs. von Sagviny ( I )
제5주 : J.Bentham vs. von Sagviny ( II )
제6주 : 근대적 입법의 탄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제7주 : 근대적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 낭만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니체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제8주 : 현대 입법학의 등장과 선구자들 - Peter Noll의 입법학에 대하여
제9주 : 유럽대륙(특히 스위스) 입법학의 중흥
제10주 : 규범적 입법학에서 실증정책학적 입법학으로
- 법학으로부터 독립인가 법학의 영역확장인가
제11주 : 영미에서의 입법에 대한 관심과 내용 - Fuller의 입법에 대한 관심
제12주 : 현대 입법에 대한 비판 - Hayek vs. Klenner
제13주 : 법과 입법비판 - 법과 입법은 더 이상 공동선의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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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주 : 한국의 입법과정 - 입법과정의 실질적 주도자는 누구인가
제15주 : 입법의 원칙
제16주 : 입법 연습 - 법률안 작성
o 입법학 강의 연구 보고서 작성 요령
1. 1학기 [입법학] 강의의 평가는 연구 보고서로 한다. 입법학은 결국 ‘좋은 법’
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학 강의를 참여하였다면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든 나름대로 입법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은 없을 것
이다.
2. 연구보고서의 형식은 어떤 형태라도 무방한 것이나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1) 설정된 대상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안
(입법의 목적, 법률안 제목, 각 조문 제1조-제00조, 부칙, 개정의 경우 조문 비교)
2) 입법의 취지와 입법의 근거에 대한 설명
(사회과학적 실증 분석; 헌법적 근거; 개정의 경우 이전의 법률의 문제점 등)
3)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기까지의 연구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론
(규범해석학적 방법; 비용-효율의 방법; 기능주의적 방법; 기타)
3. 설정 분야는 기본적으로 자유이나, 현재 그리고 한국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예) 1) “핸드폰 등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
2) “영세상인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3)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체 입법 혹은?
4) “동성연애자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5)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6) 양심의 자유에 입각한 “병역법”
7) 매매춘 근절을 위한 입법적 방안
8)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안 혹은?
9)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10) “변호사 등 자격시험에 관한 법률”
4. 평가의 기준 : 1. 독창성

2. 설득력있는 논리 전개 3. 성실성

(단,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사전의 협동
작업임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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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우영 교수 (서울대학교, 2009년 1학기 입법학 강의계획서 및 토론주제)
법 과 대 학

법학과

전공
담당교수
강좌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과
직
성명
번호
부교수
273.324
이우영
입법학
3
법학부
권력분립,
헌법기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과
우리나라의
대
교과목
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
개요
의 법규범의 입법과정을 관련 이론과 법제 및 관련 사례·현안을 통해 체계적으
및
주요
로 연구·분석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강의
입법정책, 입법통제, 법의 해석 및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
내용
구함.
1. 기본교재(主교재): 임종훈外 共著, 입법과정론(제3판), 박영사 (2006)
교재 및
2. 각자 선호하는 헌법교과서를 필요에 따라 참조할 것.
참고서
3. 이외의 참고자료는 e-TL에 게재하며, 그 중 일부는 강의시간에 배부함.
1. 중간시험(40%), 학기말시험(40%), 평소학습(20%)
성적
2. ‘평소학습’은 강의시간 중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정양식의 토론문(학기 중 6회
평가
정도 제출, 각 A4용지 1면 이내의 분량임) 제출의 성실성을 주된 근거로
방법
평가함.
1. 법과대학 개설 전공선택과목.
2. 이 과목 수강 이전에 또는 이 과목 수강과 동시에 기초적 ‘헌법’ 강좌를 수
강할 것을 권장함.
기타 3.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되,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 수업시간에는
참고 각 주 해당 주제 관련 이론과 법제를 연구하고, 수요일 수업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항 의 관련 사례, 현안, 판례 및 정책을 분석·토의함.
4. 학기 중 국회와 헌법재판소 견학 및 참관 기회를 제공함(성적평가와는 무관
함). 견학·참관시 혹은 강의시간 내에 학기 중 1-2회 정도 특강 예정(단, 사정
상 변경 가능).
과목

강의계획
제1주 (3.2.2009)(3.4.2009) 강의 목표 및 개요 설명, 교재 및 강의진행방식 소개 등 / 대의제민
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제2주 (3.9.2009)(3.11.2009) 대표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이론 / 의회입법원칙의 현대적 의의
제3주 (3.16.2009)(3.18.2009) 입법과정의 의의 및 관련이론 / 입법과정 분석의 틀로서의 민주성
과 효율성 / 우리나라 입법의 역사와 현황
제4주 (3.23.2009)(3.25.2009) 법률의 제정과정 (I) / 최근의 국회법 개정추이 분석
제5주 (3.30.2009)(4.1.2009) 법률의 제정과정 (II) / 위원회중심주의 등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제
도적 특징 및 개선방안
제6주 (4.6.2009)(4.8.2009) 법률 외 법규범의 제정과정
제7주 (4.13.2009)(4.15.2009) 입법방법론과 입법기술 / 입법지원조직 / 청원권, 입법청원, NGO
와 입법운동
제8주 (4.22.2009) (중간시험)
제9주 (4.27.2009)(4.29.2009) 영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 미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제10주 (5.4.2009)(5.6.2009) 독일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 프랑스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제11주 (5.11.2009)(5.13.2009) 일본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 중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
제12주 (5.18.2009)(5.20.2009)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 이론
제13주 (5.25.2009)(5.27.2009)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입법평가제도
제14주 (6.1.2009)(6.3.2009)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와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헌
법재판과 입법,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
제15주 (6.10.2009) (학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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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토론 주제
◎ [3월11일(수) 예정] 대의제민주주의에서의 ‘대표’의 의미와 정당정치
- 총선에서의 지역구 후보 공천 기준 및 절차
(근거규정, 각 정당별 현행 제도, ‘국민(주민)참여경선’의 의미, 개선안 제시)
-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 의의, 문제점, 개선안 제시)
- 지방자치와 대표의 선출 (‘지방선거’ 관련 법제 및 개선논의 분석)
- ‘사이버모욕죄’ 도입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와 대표로서의 국회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입법
과정상의 의미·역할 (cf. 직접민주주의, 여론, 대의제적 입법과 무기속위임)
◎ [3월18일(수) 예정] 총선 관련 선거운동과 언론보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분석 (법률과 제도의 내용 분석, 개선안 제시)
◎ [3월25일(수) 예정] 법률의 제정과정 분석: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제정과정
분석을 통한 법률의 제정과정 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 [4월8일(수) 예정]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적) 제도 연구 - (1) 지방자치단
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2) 주민소환제도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각
제도의 내용과 의의 분석, 개선안 제시)
◎ [4월13일(월) 예정]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의의 / 법률안 입안 연습
◎ [4월15일(수) 예정] 청원권과 lobby의 관계, lobby규제의 의의와 방식 (입법
적 노력의 경과 분석)
◎ [5월27일(수) 예정]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의 입법적 의의 (‘편집상
의 오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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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홍완식 교수 (건국대학교, 2008년 2학기에 개설된 입법학 강의)
교수목표 : 입법과정에 대한 기초지식의 학습을 바탕으로, 기존의 입법을 분석하
고 법률안을 스스로 작성해본다.
사용교재 : 인쇄물, 2008. / 국회와 법제처 인터넷사이트의 입법자료
성적평가 : 중간시험 35/100, 학기말시험 35/100, 과제 15/100, 출석 15/100
* 주별 강의내용 *
주차

강의주제

강의내용

1

강의 오리엔테애선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함.

2

법률의 입법과정론 1

입안단계에서의 입법과정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비교)

3

법률의 입법과정론 2

국회의 심의과정 및 의결과정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4

입법원칙론 1

입법에 있어서의 원칙 일반론

5

입법원칙론 2

보충성의 원칙 / 체계적합성의 원칙

6

입법원칙론 3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7

입법원칙론 4

명확성의 원칙

8

중간시험

9

입법원칙론 5

과잉금지의 원칙 / 과소금지의 원칙

10

법률안 작성실무 1

스토킹금지법안 작성

11

법률안 작성실무 2

대체복무법안 작성

12

법률안 작성실무 3

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안 작성

13

법률안 작성실무 4

개인정보보호법안 작성

14

법률안 작성실무 5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작성

15

법률안 작성실무 6

법안 작성 발표 (자유주제)

16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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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내용>
2-1 김대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년 2학기 입법학)
[과목개요]
입법학은 입법조사, 입법절차, 입법평가와 같이 입법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이론적
으로 접근하는 분야이다.

분쟁발생이후의 법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법

학에 대한 반성 하에 분쟁발생자체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입법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본 과목은 법사회학, 법정책학 등
학제적인 관점에서 입법이론과 실무에 대해 접근하도록 한다.
[수업목표]
법사회학적, 법정책학적인 관점에서 입법과 관련한 제반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고 이를 기초로 입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수업방식]
1. 초반 2주는 입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강의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됨.
2. 이후 13주는 입법학에 관한 자료를 읽고 발표 및 토론수업이 진행됨.
각 주의 발표는 국내자료 발표자와 외국자료 발표자로 나누어짐. 법학전문대
학원 발표자는 국내자료 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법과대학원 발표자는 외국자료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수업일정]
-아래의 일정은 주로 국내자료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련 외국자료의 발
표가 해당 주에 병행됨.
◆ 1주: 입법학서론
-법정책학과 입법학, 법사회학과 입법학 등 입법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해 살펴본다.
◆ 2주: 입법학서론
-입법학의 분야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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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입법분석론
-새로운 입법유형의 등장, 입법의 지도원리 등에 관해 살펴본다.
◆ 4주: 입법방법론
-입법판단의 구체적 구상단계, 입법내용의 확정단계, 입법형식의 정립단계 등에
관해 살펴본다.
◆ 5주: 입법과정론1:
-입법의 준비과정, 수립과정에 관해 살펴본다.
◆ 6주: 입법과정론2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과정, 법률안의 발안 및 심의과정, 의결 및 공포과정에 관
해 살펴본다.
◆ 7주: 입법기술론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적용지침 등을 살펴본다.
◆ 8주: 입법평가론1
-입법평가의 수단과 평가방법에 관해 살펴본다.
◆ 9주: 입법평가론2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에 관해 살펴본다.
◆ 10주: 입법기구론
-각종 상임위원회 등 입법보좌기구등의 합리화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 11주: 권력분립과 입법
예) 행정수도이전관련법의 제정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법률들이 제정된 역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입
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 12주: 권력분립과 입법2
예)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제정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역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법원이 입법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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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주: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입법의 제정절차에 있어서 행정효율성의 제고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상반
되는 요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 14주: 자치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자치입법의 제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 15주: WTO, FTA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WTO, FTA 입법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방식]
1. 전체 평가기준
출석: 10%(100점)
토론: 30%(300점)
발표: 60%(600점)
총: 1000점 만점
2. 세부 평가기준
(1) 출석
1회 결석 시 100점 만점에 5점을 감점한다.
(2) 토론참여도
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토론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발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관련 사례의 분석의 적실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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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일시
9월 11일

제목
입법학서론
Legislation as an Object of Study of Legal Theory; Legisprudence
입법분석론

9월 18일

Making Society Through Legislation
Predictable Rules and Flexible Principles

9월 25일

10월 9일

10월 16일

10월 30일

11월 6일

입법방법론
Rationality of Legislation in a Sociological View
입법과정론
Legislative Inflation and the Quality of Law
입법기술론
Legislative Techniques
입법평가론
The Forum Model in Evaluation of Legislation
입법기구론
Concept and Institution of the State in the European Union
권력분립과 입법-정보공개, 행정절차

11월 13일

Legislation Between Politics and Law
Nulla poena sine lege
자치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11월 20일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Legisprudence and European Union Law
Legitimacy and Legitimation from the Legisprudential Perspective

11월 27일

Law Making: Between Discourse and Legal Text
The Rule of Law as the Law of Legislation
Questioning Alternatives to Legal Regulation

12월 4일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Norms
Legislation and Informatics
Rationality in Legislation by Employing Informatics

12월 18일

A Peacekeeping Mission as a New Category of War
Grounding Behavior in Law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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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김승환 교수 (전북대학교, 입법학)
⦗수업목표⦘
입법학은 법률의 제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임무로 하는 학문이다. 전통적인 법
학이나 법학방법론이 법률제정 이후의 법적 상태에 관심을 두어 왔다면, 입법학은
법률의 제정단계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형성되는
법률은 그 나라의 실정법질서의 주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산업사회가 발달하
면서 법률과 그것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의 숫자와 범위는 계속적으로 증대‧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임규범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입법학 강의는 올바르
고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기본과제로 하면서,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원칙과
기술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업목표로 하는 교과목이
다. 이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들은 법, 법률, 법규명령, 입법자, 입법의 체계, 입법의
동기, 입법의 원칙, 입법의 기술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업개요⦘
수업은 총 5개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1장에서는 법과 정의, 입법과 입법학, 입법
학의 이론적 제문제 등을 다룬다. 2장에서는 의회의 입법권, 입법권의 주체로서의
입법자, 법률의 기능 및 법률의 유형, 입법의 원칙을 다룬다. 3장에서는 입법의 원
칙의 중요성,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다룬다. 각국의 판례와 이론이 입법의
원칙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가도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4장은 입법기술을 다루는데,
법률의 체계성, 법률의 규정, 법률의 표현이 포함된다. 5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명령,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다룬다.
⦗수업방법⦘
1.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를 지양하고, 문제제기와 답변 식으로 한다.
2. 문제제기와 답변은 교수와 수강생이 그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진행한다.
3.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제기와 답변도 유도한다.
4. 필요한 경우 국민의 헌법생활에서 제기되는 헌법사례를 수강생들에게 제시하
고 그에 관한 해결책을, 과제물 제출의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5. 기본개념과 관련 판례에 대한 예습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예습 여부를 강의를
통해서 확인한다.

강의

토의/토론

O

O

세미나

실험/실습

시청각

O

유인물

O

견학/현장

팀별/개별발표

온라인

기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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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필기고사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수업시간의 질의, 답변 등 수업태도를 성적평가에 반영하되, 점수계산은 중간
시험과 기말시험 점수에 가감한다.
4. 출석은 결석 1시간당 1점씩 감점 처리한다.
5. 수업의 진도에 따라 과제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필기시험

과제물

90%

10%

출석
기본점수에서
감점

질의, 답변 등
수업참여도

기타

기본점수에 가감

⦗평가방법⦘
교재는 담당교수의 강의집으로 하고, 학기 첫 시간에 모든 수강생에게 이를 배부
한다.
⦗선수 및 후수과목⦘
헌법의 기초와 기본권론, 권력구조론, 헌법재판론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
며, 헌법종합연습을 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각 주별 강의주제⦘
제1주⦗강의주제⦘1. 입법의 의미와 한계 2. 입법학의 필요성
⦗강의개요⦘물론 무엇이 정의인가(Was ist Gerechtigkeit?)라는 것은 법철학상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이란 그 시대의 합리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의 요구에 합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법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생활 속에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회 속에서 스스로 생성・발전하는 것
으로서 파악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법은 또한 단지 존재하고 생성할 뿐만 아
니라 작성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법존재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사고 중
법은「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학자가 있는 것처럼, 법의 만들어지는 성격
은 역사의 초기부터 사람의 의식에 떠오르고 있었다고 말하여진다.
입법이 한편으로 민주주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반면에 현실에 있어서
는 국민에게서 유리된 정파나 관료기구 또는 그 밖의 사회 제세력에 의하여 왜곡되
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민주주의일반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청은 특히 입법
의 단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들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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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아무런 한계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헌법에 의한 한
계뿐만 아니라 사회현실과 사물의 본성(즉, 조리)에 의한 한계가 있게 된다.
입법에 있어서는 민주화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입법과 국민의 의
사와의 갭을 메우고 입법의 전체과정을 민주적․과학적․합리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는 법이 생산창조의 장에서 가능한 한 불합리한 점이나 자의를 배제하는 데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주 ⦗강의주제⦘ 각국의 입법학
⦗강의개요⦘오스트리아에서는 학자들이 수많은 논문들 속에서 입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언어학적․규범 이론적 고찰에 따라 Hans
Kelsen의 이론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학자세대에 어울리게 논리적인 연구가 성립
되었다. 그 밖에 현대의 입법의 현실분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이에 대한 유익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Günther Winkler
와 Bernd Schlicher가 1981년에 편찬한 저술「입법, 입법학과 입법기술에 관한 비
판적 고찰」이다.
스위스에서도 최근에 국가의 입법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대의 법정립(Rechtsetzung)의 문제가 강한 학문적 연구와 법학이론의 대상이 되
고 있다. Zürich 대학 교수인 Peter Noll은 형법적 관점에서 입법상의 문제에 관심
을 두고서「입법학」(Gesetzgebungslehre, Hamburg 1973)을 저술하였는데, 거기
에서는 Jürgen Rödig와 마찬가지로 입법절차의 정치적 구성요소가 소홀하게 다루
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법률의 성립은 주의 깊게 이성적으로 계획한
다 할지라도 미리 평가될 수 없는, 가공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많은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주로 정치학적 측면에서 입법학(legislation)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경우에도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 or lawmaking process)론에 관한 연구가
주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대학(law schools)에서도 드물지 않게 입
법학이 교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관련 법률사건의 교시적 집록이 성립되
었는데, 특히 법률의 성립, 법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제기되는 요청들, 그리고
그 해석의 종류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영국에서는

입법에

관한

원칙적

고찰의

전통(Th.

Hobbes,

J.

Locke,

J.

Bentham)을 수그러들고 있다. 50여년 이상 법정립문제에 대한 관심은 행정부의 행
정입법권(statutory powers)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분야의 학자 및 그 저서로는
Lord Hewart의「신전제정치」(The New Despotism, 1928), Sir Ivor Jennings의
「의회」(Parliament, 1st ed. 1939), Sir Carleton Allen의「법률의 제정」(The
Law in the Making, 최근판

1961)과「법률과 명령」(Law and Orders, 1판

1945, 3판 1965) 및 Sir Cecil Carr의「영국 행정법에 관하여」(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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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gh Administrative Law, 1941)가 있다.
좋은 법률(gute Gesetze)을 만들기 위하여 당연히 따라야 할 준칙은 18세기 후
반 프로이센의 대학 Halle와 Frankfurt에서 강의의 대상이 되었다. 거기에서는 자
연법철학이 그 결실을 맺었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das Allgemeine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의 창안자인 Carl Gottlieb Suarez는 Frankfurt 대학
의

J.

G.

Darjes교수에게서

사사를

받던

중

입법기술의

문제(Fragen

der

Gesetzgebungstechnik)에 관한 강의를 듣고서, 그 후 직접 입법의 기본문제에 관
한 논문과 강연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게 되는데, 이는 1811년에 공포된 오스트
리아일반민법전(das Österreichische Allgemeine Bürgerliche Gesetybuch)의 창
안자인 Franz von Zeiller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도 프랑스, 일본 등의 입법학을
살펴본다.
제3주 ⦗강의주제⦘1. 입법정책과 입법의 목적 2. 입법체계와 입법참여자 3. 입법
과정
⦗강의개요⦘입법정책은 무엇보다도 입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이익
을 고려하고 입법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조절한다. 입법정책
은 어떠한 하나의 주요한 목적을 기점으로 하여 진행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지만, 반드시 다른 목적․다른 이익과의 조절을 필요로 한다. 입법정책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이미 조절을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의
추구이지만, 단순히 하나의 목적에 적합한 합목적성이 아니라 둘 이상의 합목적성
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목적을 발견 또는 설정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결정적 문제는 그것이
과연 과학의 대상으로서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목적이
란 행위나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가치적인 것이고, 적어도 의식
적인 입법작업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무색한 몰가치적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입법권의 입법활동은 의원들(입법자)들이 전혀 개인적으로 의회내․외부로부터 아
무런 영향을 받음이 없이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법률가의 기초․제안․심의는 의원 이외의 여러 정치적 활동자에 대한 의무감과 기대
라는 조건 가운데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을 포함하여 입법권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과 개인들 즉 정치적 활동자를 총칭하여 입법체계
(legislative system)라고 한다.
입법참여자로서 특기할 것으로는 입법로비이스트와 압력단체가 있다. 로비스트
(lobbyist)는 광의로는 사적 집단이나 협회의 대표로서 입법기관, 행정기관 등 국가
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를 총칭해서 말하지만, 협
의로는 입법과정의 참여자로서의 입법로비스트를 가리킨다.
입법과정이란 일정한 입법정책적 목표 하에 법률안이 기초되어 의회에 제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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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되고, 의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국가원수의
서명․공포에 의하여 하나의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주 ⦗강의주제⦘1. 국가기능의 체계에서의 의회의 입법권 2. 법률유보의 원칙
3. 입법권의 기능저하 내지는 기능상실
⦗강의개요⦘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에는 그 본질적
기능으로서 입법권이 부여된다. 법치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특수한 의의는
행정․사법작용의 척도(Maßstäbe)를 정립하고 그와 동시에 포괄적 권리보호의 실질
적 전제조건을 창출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주기능이 부여되게 된다. 또한 법치국가 원칙은 입법권에
대하여 법치국가성을 실현하고 완전하게 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비례에 어긋나며 기대가능성이 없고 예견가능성이 없는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부
터 국민을 보호 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법규범에 관한 모든 결정을 직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헌법이 그 결정을 법률에 유보하여 둔 범위 내에서 책
임을 부담하는데 불과하다. 법규범으로서의 법률의 성격과, 규범화하는 즉 척도
(Maßstäbe)를 제공하는 입법의 임무로부터 모든 임의의 문제를 입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재적 한계가 나온다. 따라서 법률유보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
려 유보 없이 보장되는 기본권의 특별한 보호가치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있으나, 이는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유보는 법치국가원칙과 민주주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며, 그 결과 법치국가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유보는 법치
국가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부분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5주 ⦗강의주제⦘1. 입법자, 입법자의 임무, 입법의무 2. 입법자의 권한
⦗강의개요⦘입법자라는 개념은 의회 또는 의원이라는 개념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칙적 입법자로서 국회를 드는 견해가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
서 본다면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에 관한 권한 즉 입법권과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은 입법권의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입법국가의
이상에 따라 법의 구체화는 입법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데 반하여, 행정과 사법은
원칙적으로 시행적 기능으로 이해되면서도, 이러한 입법자의 법구체화의 능력은 한
정적 능력에 머무르게 된다.
입법자와 관련하여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으로서는 입법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의 열세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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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복을 위해서는 입법보조제도의 확충과 그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
이 여러 글들 속에서 지적되고 있다.
입법자는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법률을 수단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 이
를 위한 집행권과 사법권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입법자가
수립하게 되는 법질서가 법적 안정성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규범영역 사이에 모순
과 부조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법질서 또는 규범영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건 없건 입법자는(일단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무는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용상․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입법을 행해서는
아니 될 의무로,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임무의 구체화에 필요한 일정한 내
용의 입법을 행해야 할 의무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법정립에 미치며, 이를 가리켜 입법자
의 법정립독점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행정과 사법을 통해서 잠식당
하게 된다.
입법자는 그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방식․내용․형식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구속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 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입법자의
권한으로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것이 바로「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이다.
입법자의 권한으로서 논의되는 것에 입법자의 진단의 여지가 있다. 입법자가 입
법과정에서 참작하는 사실들은 「공정한」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진단
은 원칙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인식적 사실의 파악을 내용으로 한다.
제6주 ⦗강의주제⦘1. 법률의 기능 2. 법률의 유형
⦗강의개요⦘오늘날의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국가에 있어서 법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각 단계에 있어서 법률의 기능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사회의 상황이 매우 정적인 시대, 예를 들
어 고대나 중세초기에 있어서는 법률은 흔히 새로운 규정의 창조로서 보다는 오히
려 현존하는 법조문을 기록하는 데 이용되었을 것이지만, 이와 반대로 사회개혁 또
는 소요 등으로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는 법률은 기꺼이 국가에서 출발하는 변화(즉,
위로부터의 변화)의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현대의 실질적 내용을 가진 법치국가사상
즉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에 있어서는 법률을 단순히 정치적 의사의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전체를 평균화하는 질서로서 파악하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 법률은 오늘날
다원적 국가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되는, 그리고 적대적인 의회
활동의 다수결 속에서 상실되어 갈 수 있는 국가권력의 중립적 기능을 구현하는 것
이어야 하며,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생활의 공통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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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동체생활의 기초적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은 법치
국가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 형식이 된다. 이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자유를
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성질에 구속되는 내용상의
요건이 존재하며, 그러한 요건은 아마도 헌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입법자에 대한 요
청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수의 법률을 그 내용에 따
라 유형화해 보는 것은 법률의 실체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의 유형화는
우선 그 분류범위에 있어서(다소간은 내용에 있어서도) 일치된 도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7주 ⦗강의주제⦘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판례
⦗강의개요⦘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 대해서는 정의의 사상을 확고하게 지향하면
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그 성질에 상응하여 상이하게 취급하라는
일반적 지시를 담고 있다. 이성적이고 사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차별, 또는 객관적으
로 명백한 법률에 의한 차별 또는 평등취급의 사유가 밝혀질 수 없는 경우, 요컨대
법규정이 자의적(willkürlich)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평등의 원칙은 침
해당한다.
평등의 원칙은 일정한 생활영역을 규율할 때 모든 사실상의 차이들을 무시할 것
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불평등을 모두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
히려 결정적인 것은 정의를 지향하는 고찰방법을 따를 때, 사실상의 불평등이 그때
그때 고려되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고려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라는 것이
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자의금지로서의 일반적 평등원칙의 의의가 점
차적으로 비례의 원칙의 요소들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각각의 규율대상과 차별표지에 따라서 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그 문구의 의
미 및 다른 헌법규범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단
순한 자의금지로부터 엄격한 비례원칙에 대한 기속에 이르는 상이한 한계를 긋는
다. 이에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에서 단계화된 통제밀도(Kontrolldichte)가
나온다. 자의금지만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반은 차별
의 불합리성(Unsachlichkeit)이 명백할 경우에만 확인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적
집단들을 차별하거나 기본권의 향유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
로 비교된 집단들 간에 이러한 불평등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형과 비중의 차이
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심사한다.
제8주 ⦗강의주제⦘중간시험,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원칙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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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평등원칙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전통적인 2단계 심사기
준에서 3단계 심사기준으로 세분화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평등보호조항은 모든 법적 구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법이 그 규율대상을 구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별이 언제 차별로 되는가
(When does classification become discrimination?), 평등하다는 것은 어떻게 평
등하다는 것인가, 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접근방법은 법률에 의한 거
의 모든 구별을 자유방임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부터 거의 모든 경우의 구별을 금
지하는 더욱 엄중한 심사에로 진화해 왔다. 평등보호 조항의 전화는 점차적으로 이
루어졌다.
최초의 심사기준, 즉 전통적 심사기준은 ‘합리적 심사기준’(rational basis test)이
다. 이는 정부가 사람들이나 그 행위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 근거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 근거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
다. 합리적 심사기준은 먼저 정부의 목적이 합헌적인가를 묻는다.
최초의 심사기준, 즉 전통적 심사기준은 ‘합리적 심사기준’(rational basis test)이
다. 이는 정부가 사람들이나 그 행위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 근거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 근거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
다. 합리적 심사기준은 먼저 정부의 목적이 합헌적인가를 묻는다.
평등보호조항 아래 제기된 사건들을 판결하기 위한 두 개의 기준, 즉 합리성 심
사 기준과 엄격한 심사 기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복잡한 평등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수혜가 확산되고 가난한 자와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증대하는
의식이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動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새
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두 개의 기준들 중 하나의 공식을 인용하고 그에 따
라 소송을 진행하며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것은
San Antonio v. Rodriguez 사건이었다.
제9주 ⦗강의주제⦘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판례
⦗강의개요⦘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나 헌법재판소 모두 평등원칙에 기속
되지만, 그 기속의 성질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와 같이 적극
적으로 형성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에게 헌법은 행위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위규범
을 의미하지만, 헌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으로서의 재판규범 즉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
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헌
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
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 축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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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않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
의 한계 내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 시켜야 하며, 이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심사척도와 엄격한 심사척
도라는 두 가지 심사척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심사척도를
적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시혜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봄으로써 두
가지 심사척도의 적용영역을 밝히고 있다.
제10주 ⦗강의주제⦘1. 비례의 원칙 2. 적합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강의개요⦘비례의 원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는 Lothar Hirschberg는
넓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밑에 부분원칙들로서 적합성(Geeignethiet)의 원칙․필요성
(Erforderlichkeit)의 원칙 및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반
하여 일부 학자들은 (넓은 의미의)비례의 원칙과 적합성․필요성 및 좁은 의미의 비
례의 원칙을 압축하는 표현으로서의「과승금지」(Übermaßverbot)를 동의어로 사
용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개의 부분원칙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가장 보편
화되어

있는

표현

(Geeignetheit)에

이외에도

대한

그

밖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동의어로서「유용성」(Tauglichkeit)

있다.「적합성」

또는「목적유용성」

(Zwecktauglichkeit)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필요성(Erforderlichkeit)의 원칙 대신
에 필요성(Notwendigkeit)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최소개입의 요청(Gebot des
Interventionsminimus)․최소수단의 원칙․가장 관대한 수단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과승금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는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도「비례」(Proportionalität)의 원칙
또는 적절성(Angemessenheit)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가 하면「과승금지」
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또한 Peter Lerche는 과승금지를 상위개념으로 삼고 필요
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그 밑에 둔다. 이러한 식으로 통일성이 결여된 용어관
행은 그때그때의 용어선택이 설명되지 않거나 또는 상호관계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넓은 의미의)비례의 원칙과 과
승금지의 원칙의 관계의 설명도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두 개념은 전혀 별개
의 것인가, 아니면 혼용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양자는(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적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비례의 원칙은 국
가적 처분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하여 설정된 수단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이는
수단이 목적에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그것이 행위자의 확고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수단의 선택을 그 목적에 비추어 심사하는 한에 있어서 목적-수단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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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ck-Mittel-Denken)와 결부된다. 이 경우에 전제되는 것은 보통 행위자에게는
행위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즉 행위자는 또한 다름 행위(결정)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의
행위를 하는 데 일정한 수단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목적과 수단의 고려가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목적-수단의 도식은 비례의 원칙에도 적용된다. 목적-수단
의 도식은 다시 두 가지 측면 즉 경험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경험적 측면은 관념에
선행하는 인과관계)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경험적 측면에는 적합성의 원칙과 필
요성의 원칙이 자리잡게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원칙은 사용되는 수단이 도달하고자
하는 효과를 가질 것과, 모든 적합한 수단 중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적게 침해를 가
하는 수단이 사용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수단의 도식의 가치요소
도 경험요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행위자가 가치있다고 생
각하는 효과라고 특정지울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넓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은
어렵지 않게 목적-수단의 관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과, (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하
여)필요성의 원칙은 목적-수단의 도식의 경험적 측면에 더 강하게 적용되고, 그와
반대로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은 이러한 도식의 가치요소에 속한다는 것이 확인
된다.
제11주 ⦗강의주제⦘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강의개요⦘모든 법규범은 구성요건과 효과를 확정하여야 하며, 법률규정은 상
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부나 법원이 자의없이 집행할 수 있어야 할 정
도로 최소한의 명확성(Mindestmaß an Bestimmtheit)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것을 가리켜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 명확성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입법자가 의욕하는 내용의 용어상의 명확성․표현에 있어서의 정확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법규범의 그러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담겨져 있
는, 보통의 해석방법으로써 곧 인식할 수 있는 결정의 정도․법적용기관의 법률에 의
한 구속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불명확성」(Unbestimmtheit)이라 함은
입법자가 의욕하는(또는 적어도 감수하는) 규범의 개방성(Offenheit)을 의미한다.
즉,

불명확한

법문은

행정관청

또는

법원에

일정한

결정의

여지

(Entscheidungsspielraum)를 부여 한다.
북미의 판례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내용이 불명확한 법률을 무효로 보아왔다
(「void for vagueness」). North Carolina 대법원은 행정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법
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우리는 이 법은 또한 불확실
(uncertainty)하고 애매(vagueness)하기 때문에 무효(void)라고 본다. -이 법은 시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막연하고(loosely) 불명료하게(obscurely) 기초되어 있으
며, 따라서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하다」. 특히 공조법과 형사법에 관하여 연방대법
원은 1923년의 US v. Cohen Croncery Co(255 U. S. 81)사건의 판결 이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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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범은 행정부의 법원에 의한 균일하고 통제가능한 집행을 보장하는 기준
(standard)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을 어디에서 끌어낼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명확성의 원칙의
헌법적 기초는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이를 법치국가원칙 및 민주주의원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확정성의 원칙은 위임입법(법규명령)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성요건 속에 불확정법개념을 삽입시키는 데에도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는 다툼이 없다.
제12주 ⦗강의주제⦘1. 법률의 체계성 2. 법률규정의 구조, 밀도, 내용에 대하여
제기되는 요청
⦗강의개요⦘법률이 체계정당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의 배후에는 또한 법규범은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법률의 체계성을 또 다른 관점 즉 소극
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항상 새로운 법규정을 기존의 법
질서의 체계 속에 편입하되 그 규범이 기존의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특히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기본원칙은 규범수범자의 선이해에 가능한 한 효과적
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외적인 관점이 법률의 체계성의 기초가 될 것을
명한다. 법의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대안을 통찰한 후에 법률에 의한 규율의 필
요성이 확정되면, 규정의 구조와 규정의 밀도에 대한 법기술적 요청들이 우러나오
게 된다. 규정의 구조 역시 밀도와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이 법적용기관을 어느 정도
까지 (구속적으로) 선프로그램화하고자 하는가 내지는 법치국가적․기본권적 요청들
이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명령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률규정의 밀도가 나타내
는 것은 구체화와 추상화 사이의 관계이다. 이러한 규정의 밀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서 크게 강한 규정의 밀도와 약한 규정의 밀도로 나누어 보게 된다. 입법자는 모든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국가의 결정을 직접 법률에 의해서 행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
을 하위입법에 위임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초법률적 준칙 또는 원칙의 수
용을 통해서 법률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운영의 허가를 얻기 위한 법률상의 요건에 기술상의 준칙을 수용하는 경우에 문제
가 제기된다. 이러한 예는 특히 환경법과 과학기술법 분야에서 많이 나타난다.
제13주 ⦗강의주제⦘1. 법률의 범위, 표현력 및 간명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요청
2. 이해가능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요청
⦗강의개요⦘규정의 범위의 문제는 규범의 길이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규정은
그 길이가 짧아야 하는가 아니면 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규정의 범위에서 다루어
지는 사항이다. 짧은 규범보다는 지나치게 긴 규범이 기능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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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입법자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집중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불필요할 정도로 긴 규정은 더욱 더 짧게 형성함으로써 대체로 더욱 더 명확하고
표현력이 강해지게 된다.
표현의 간명성(Präzision)은 특히 개념형성 개념사용으로 측정된다. 즉, 표현의 간
명성의 문제는 개념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개념은 경험적 내지는 기술적 법개념과
규범적 내지는 가치충족을 필요로 하는 법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는 다르게 법문의 구성요건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도 나타나
는 막연한 개념으로서의 불확정법개념을 경험적 내지는 기술적 불확정법개념과 규
범적 내지는 가치충족을 필요로 하는 불확정법개념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법률은 모든 국민이 그 의미
와 의의를 곧 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거듭 새롭게 제기되는 것은 입법자 자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법률
의 일반적 이해가능성의 요청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14주 ⦗강의주제⦘1. 법률과 법규명령 2. 법률에 의한 수권의 명확성 3. 법률
에 대한 법규명령의 효력
⦗강의개요⦘법규명령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수권을 기초로 하여 집행부에 의하
여 제정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규범을 명령이라고 표현
하고 있고, 그리하여 경찰법 에서는 경찰명령으로, 광업법에서는 광업명령으로 표현
한다. 독일기본법은 “법규명령”이라는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을 “일반적
행정규칙”과 분리시키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의 시행령을 정립하는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형식
상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포괄적․일반적
수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효력분립의 원칙을 근원적
으로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포괄적 위임의 금지와 관련하여 가장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독일기본
법 제80조이다. 이 규정은 연방의회의 입법권과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
든 법규명령정립의 수권은 그 내용․목적․범위가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함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확정성의 원칙은 입법자로 하여금 법규명령의 방향에 관
하여 직접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입법자는 모든 것을 집행부에 이양함으로써 입법
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집행부에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으로 이러한 요청은 의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명령정립자의 가동성도 억제하고 있
다. 왜냐하면 입법자는 각료가 주어진 시기에 무엇에 관하여 더 상황에 근접하고
더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미 먼저 방침을 정하고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확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 특히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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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효력은 당연히 법률의
하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역사적으로 또는 오늘날의 헌법상 예외적으로 법
률보다 우위의 또는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도 있어 왔다.
제15주 ⦗강의주제⦘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에
관한 전통적 견해 3. 전통적 구분에 대한 비판론
⦗강의개요⦘오늘날까지도 완전하게는 극복되지 않고 있는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의 대칭은 Paul Laband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명령을 법규명령과 행정명
령으로 구분한다. 즉, Paul Laband는 법률을 실질적 의미의 법률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령을 실질적 명령과 형식적 명령으로 구분하다.
실질적 명령의 개념은 실질적 법률의 개념과 대비된다. “법률은 법적 규율의
규정(Anordnung einer Rechtsregel)이기 때문에, 법률과 반대로 명령은 다른 내용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명령은 법규(Rechtssastz)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
정영역에서의 규정(Anordnung), 자유로운 통치활동 또는 법률집행의 수행이다.” 전
체로서의 행정에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명령은 “상위권력의 강제적 명령이 아니
라 자기의사결정의 발로”이다. “그것은 법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설
정된 한계 내에서 작용한다.”
고전적 개념형성, 특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은 이중의 전제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하나는 “외부영역”(Außenbereich) 즉 고권의 주체의 국민에 대한 외부
법 관계와 “내부영역”(Innenbereich) 즉 기관 및 기관담당자의 집행내부공간
(Binnenraum)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부는 이러한 구분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구분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에 대하
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하나는 법적 성질상 국가의 “침투할 수 없는
내부공간”의 규정으로서의 행정규칙은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미 직무책임법
(Amtshaftungsrecht)에서 그에 대한 위반이 국민에 대한 직무의무위배로 인한 청
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내부적) 행정규칙에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Fritz Ossenbühl은 여러 가지로 이질성을 띠고 있는 행정규칙의 유형화 내지는
개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면서도 행정규칙에 관한 이론이 그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조차 여
전히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행정규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복합성과 역사성
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6주 총정리,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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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우영 교수 (서울대학교, 입법학)
수업목표 :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
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

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
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
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평가방법 :
출석(%)

과제(%)

중간(%)

기말(%)

평소학습(%)

10%

20%

30%

30%

10%

기타(%)

합계(%)
100%

기타의 비고:
○ 위 항목 중 ‘과제’는 학기 중의 토론 주제 중 택일하여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
한 후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의 논지를 서술하는 연구보고서로서,
분량과 제출시기·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첫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함.
○ 위 항목 중 ‘평소학습’은 수업시간 중의 토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의 시행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첫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함.
수강생 참고사항 : ○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이 과목의 수
강 이전에 헌법과목(특히 ‘공법1’과 ‘공법2’)을 수강할 것을 권장함.
○ 해당 주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매주 2회 각 75분
씩의 강의 중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해당 주제에 관한 이론과 법제를 심층적으로 연
구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현안 및 판례 등
에 적용하여 분석함.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학술박사과정 및 전문박사과정 재학생 모두 이 과목
을 수강하여 3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주

1

강

의

내

용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대표(representation)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이론 (liberal theories, republican
theories, critical theories) (the mandate-independence controversy)
○대의제적 입법과정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 비교 연구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개념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3-26면;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공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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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34-3 (2006), 1-22면; 장영수, “헌법상 입법권자의 임무와 역할,”「공법연구」
35-2 (2006), 27-54면;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계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39:3 (2005), 33-57면; 이우영, ”직접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입법학연구」제3집 (2006), 89-126면; 임지봉, “의회 입법과정
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 「입법학연구」제2집 (2002), 1-30면; 윤대규, ”민주화와
헌법의 역할,“ 「한국정치와 헌정사」(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336-352면.
<조별토론 주제 - 예습과제> 대의제와 주민소환제의 개념적 상관성

2

3

4

5

6

○권력분립과 의회의 구성
○의회입법원칙의 현대적 의의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의 의의 및 관련이론 (proceduralist theories,
interest group theories, institutional theories)
○입법과정 분석의 틀로서의 민주성과 효율성
○우리나라 입법의 역사화 현황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특징과 최근의 국회법 개정추이 분석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103-124면; 이승우, "한국의 입법권자 본연의 임무
를 다하고 있는가?",「공법연구」35-2 (2006), 1-26면; 이상영, “한국 입법연구의
동향과 전망,” 「입법학연구」제3집 (2006), 1-14면; 이상영, “입법의 역사와 입법
의 근본 질문에 대한 소고,” 「입법학연구」제2집 (2002), 189-210면.
<국회 견학·참관> 및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의 토론
○법률의 제정과정 (I) : 제도적·절차적 측면 ― 국회법상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125-255면, 284-297면; 박종희, “법률안 회부에 관
한 합리적인 방안의 연구,” 「입법학연구」제3집 (2006), 189-200면; 권영설, “국
회의사절차의 헌법상 쟁점과 과제,” 「헌법학연구」10:3 (2004), 109-131면; 박영
도, 「입법이론연구(II) -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 1994).
<조별토론 주제 - 예습과제> 미국 Oregon州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민발안(주민
발안)에 의한 입법과정을 실제 구상해 보고, 이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
치단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제도와 비교·분석함.
○법률의 제정과정 (II) : 이익집단과 로비의 문제, 정당정치와 입법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279-283면; 이우영, “한국의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
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로비스트등록및활동공개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
로,” 법학 46:3 (2005), 341-396면.
<조별토론 주제 - 예습과제> 대의제와 청원권의 개념적 상관성 분석. 나아가 우리
나라에서의 로비활동법제화의 입법적 역사를 파악하고, 로비규제 관련 법률안을 분
석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함.
○우리나라 법률제정과정의 제도적 특징 및 개선방안 ― 위원회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256-279면;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
향,”「공법연구」34-3 (2006), 23-50면; 오호택, “의원입법의 문제점,” 「헌법학연
구」10:2 (2004), 449-472면; 박찬표, “국회위원회제도의 이론적 탐색과 개선방
안,”「헌법학연구」10:3 (2004), 75-107면; 김병록,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
구,” 「헌법학연구」8:2 (2000), 271-294면;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
황과 그 대책,” 「법과 사회」제6권 (1992), 6-32면.
<조별토론 주제 - 예습과제> 통계자료와 기존의 논의경과 등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
로 실제 법률의 문구를 성안해 보며, 제도변화의 함의를 분석하여, 입법 활동의 의
의와 영향력을 가상적으로 체험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상적 도입을 주제로 함
(주제 변경 가능).
○법률 외 법규범의 제정과정 ― 행정입법, 헌법상 독립기관의 규칙제정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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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입법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315-401면; 김춘환,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에 의
한 통제,”「공법연구」34-3 (2006), 51-90면.
<조별토론 주제 - 예습과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론·분석함.
○입법지원조직의 의의와 역할
○입법방법론과 입법기술
<참고문헌 및 자료>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법을 포함, 입법지원조직 관련 법률; 입
법관련 각종 서식; 전기성, “입법심사기준표의 제정과 발전을 위한 연구,” 「입법학
연구」제2집 (2002), 81-106면; 박영도, 「입법이론연구(V) -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 1997).
<조별토론 자료 - 예습과제> 2006년12월 입법된 국회입법조사처법의 의의를 분석
함.
(중간시험)
○비교법적 관점 (I) : 영국과 미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의 특징, 우리나라 입법과
정에의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31-61면; 임종훈, “미국의 입법학 연구의 동향 ― 연
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제3집 (2006), 15-32면.
<특강1> 국회입법실무와 우리나라 국회입법과정의 개선방안
○비교법적 관점 (II) :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의 특징, 우리나라 입법
과정에의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77-99면; 최윤철, “독일 입법학 연구의 현황과 전
망,” 「입법학연구」제3집 (2006), 33-52면.
<특강2> 우리나라 지방자치입법 실무와 입법적 개선안
○비교법적 관점 (III) : 일본과 중국의 권력분립과 입법과정의 특징, 우리나라 입법
과정에의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62-76면; 이상윤, “일본의 참의원제도에 관한 연
구,”「헌법학연구」8:1 (2002), 191-235면; 전기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의 제정
배경,”「입법학연구」제2집 (2002), 211-245면..
<헌법재판소 견학·참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과의 토론(토의 주제: 입법과정과
헌법재판에서의 법률의 해석)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조별토론 주제1 - 예습과제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2004헌나1)을 분석대상
으로 하여, 법해석 원리를 실제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적용해 봄.
<조별토론 주제2 - 예습과제2> ‘편집상의 오류’에 관한 2006년 대법원 판례에서의
대법원의 해석을 분석함.
<조별토론 주제3 - 예습과제3> ‘한국형 인신보호법’의 제정노력의 일환인 인신보호
법안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여, 법해석 원리를 실제 해석에 적용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함.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사법입법권, 입법평가제도
<참고문헌> 교재「입법과정론」333-338면; 박영도,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공법연구」34-3 (2006), 91-112면; 김대현, “행정입법 검
토제도,” 「입법학연구」제2집 (2002), 31-54면;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
구,” 「입법학연구」제2집 (2002), 55면-80면.
<조별토론 주제1 - 예습과제1> 청소년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여 행정입법에의 입법위임의 한계를 논의함.
<조별토론 주제2 - 예습과제2> 서울특별시의 조례제정과정에 도입된 입법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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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논의함.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헌법재판과 입법 ―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
<참고문헌> 임지봉,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입법학연
구」제3집 (2006); 박진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헌법학연구」11:2
14
(2005), 75-110면; 남복현, “법률의 입법과정 실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여부
결정실제의 상관관계,” 「법과 사회」제24권 (2003), 213면-252면.
<조별토론 주제 - 예습과제> 헌법재판소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률심판이 입법(과정)에서 갖는 의의를 심층적으로 토의함.
15

(학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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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최윤철 교수 (건국대학교, 입법평가론)
■ 교과목 : 입법평가론
학수번호
학점(시수)

2학점(시간)

필수/선택
이수학년

2학년2학기

선택
담당교원

최윤철

■ 교육목표
법률의 제정 미 제정 후 입법목표의 실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기법에 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목표의 평가 및 법률제정이후의 입법
목표의 실현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실무에 대한
이해 제공
■ 수업방식
강의 및 문답식, 토론 및 소단위토론과 입법실무진의 초청강연과 평가인력들과의
포럼, 구체적 법률에 대한 실제 평가를 하는 실습
■ 교재
최윤철의 논문 및 교제; U. Karpen(Nomos, 입법,행정,사법론); H. Hill(입법학입
문); C. Böhret(Nomos, 입법평가지침 등)
■ 주차별 수업내용
○ 제1주차(입법평가론의 의의) : 입법평가는 입법준비단계에서부터 입법과정과
법률제정 이후의 전 과정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각 단계별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입법평가를 하는 목적은 ‘좋은 법률’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입법평가론은
입법평가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하고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화 이론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2주차(입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 입법평가는 보다 적은 법령, 법률의 높
은 효율성과 수용도를 목표로 한다. 입법평가는 합리적 입법절차를 발견하고 수행
하는 절차로써, 입법자에게는 입법목적의 효율적 실현에 기여한다. 한편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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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
○ 제3주차(우리나라의 입법평가의 현황) : 입법평가에 관한 논의는 산업국가 또
는 복지국가로 평가되어지는 현대국가에서 급증하는 법률들과 그에 따른 법률의 질
의 저하, 법률의 하자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 검토하여 보다 나은 입법작용
을 모색하고 법률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고안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정책평가 등이
입법평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 제4주차(입법평가의 헌법적 근거) : 입법평가의 헌법적 근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서(헌법 제
10조 제2문)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법자는 입법과정 전 과정
에 걸쳐서 자신이 제정하려는 법률,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률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표와 법현실사이의 관계, 법률의 시행과 함께 또는
사후에 나타난 결과와 입법목표사이의 비교․평가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인다.
○ 제5주차(입법평가의 모듈-사전적 입법평가) : ‘사전 입법분석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사전 평가는 법률의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불가피성이 더 검토되어져야 하거나, 만약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
단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법 형식이 어떠한 사고의 방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제6주차(입법평가의 모듈-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 병행평가는 작
성된 법률초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수행된다. 입법자의 병행평가는 법률초안이 실
제 법률로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을 가상하고, 해당 법률의 집행가능성, 준수가능
성, 이해의 용이성, 비용과 편익의 관계, 제도적 기능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법률
안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된다.
사후 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실제로 최초의 입법자의 의도대로 시행
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개정, 폐지 또는 대체법률의 마련 등
을 위해서 수행된다.
○ 제7주차(입법평가의 기준-명확성, 체계적합성, 준수, 집행가능성) : 입법평가는
법률의 명확성, 체계적합성, 수범자들의 법률에 대한 준수가능성, 법률 집행자의 집
행가능성 등을 그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척도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데는
법정책학, 법사회학적 방법론 등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 제8주차(입법평가의 제도화(제도화의 필요성, 입법평가제도화의 조건))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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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평가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지금까지 중심과제였다면 최근의 법률의 결과평
가에 관한 논의는 이제 그러한 기준들을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로 할 수 있겠는가?
제도화를 한다면 제도화를 위한 선결문제 및 저제조건은 무엇인가? 어떠한 방식(법
규의 정도, 기구의 설치 등)으로 하겠는가?, 등의 법률결과 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입법평가가 제도화되고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바 평가
기관 및 평가결과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등이 필요하다.
○ 제9주차(입법평가의 제도화(제도화의 방안-법적 제도화)) : 법률결과 예측․평가
를 법규에 따라 제도화 하는 경우에도 어느 수준의 규범에 의해서 제도화를 할 것
인 지 결정이 되어야 한다. 수준 별 규범화에 따라 각각 시행의 용이성, 구속력 등
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각각 헌법, 법률, 명령,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 등에 의한 제도
화가 고안되어 질 수 있다.
○ 제10주차(입법평가의 제도화-평가기구의 제도화, 인적 제도화) : 법률결과 평
가를 담당하는 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법규 등을 통해 입법자로 하여
금 법률결과예측을 하도록 강제 또는 권고를 한다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지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의회,
기타 헌법기관, 사회단체 등에 의한 제도화가 고안되어 질 수 있다.
법 제도 또는 조직을 통한 법률의 결과 평가의 제도화도 실제 평가는 사람이 하
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 및 조직
과 관련한 인적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11주차(각국의 입법평가 제도-독일, 스위스, 유럽연합) : 독일의 경우 연방
내무성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현대적 국가-현대적 행정’이라는 기획 주제로 포괄
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정책은 ‘현대적 행정운영’, ‘관료주의 타파’.
‘전자정부’의 추진 등이 그 주요 구성부문이며, 입법평가는 그 중 ‘관료주의 타파’라
는 부문에서 집중 연구되고 도입이 되고 있다.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는 그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일찍 일어났다. 그 밖에도 유럽연합이 적극적이다.
○ 제12주차(각국의 입법평가 제도-미국, 영국 등) : 미국에서의 입법평가는 기본
적으로 병행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법률의 효과에 대한 가능한 포괄적
인 조사보다는 오히려 연방법률의 집행에 따른 각 주 또는 자치단체 그리고 사 경
제부문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계산에 집중되어 있다.
○ 제13주차(입법평가와 입법심사기준) : 입법평가와 입법심사기준은 상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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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심사기진을 보다 확대시킨다면 법률의 평가 실제
에서 매우 유용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4주차(입법평가 기법의 발전 및 전망) :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보장을 실효
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본권의 현실적 행사를 가능케 하는 ‘법
률에 대한 설계’라고 하겠다. 설계과정의 개발과 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
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과 발전에 관한 전망
○ 제15주차(기말평가)

제3장 입법학 교육의 실태분석 ∥

133

2-4-2 최윤철 교수 (건국대학교, 입법학)
■ 교과목 : 입법학
학수번호
학점(시수)

2학점(시간)

필수/선택
이수학년

2학년2학기

선택
담당교원

최윤철

■ 교육목표
입법과 관련한 학문적 기초의 제공, 법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실제 입법과
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론적 토대에 대한 연구, 입법실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론적 바탕에 대한 인식의 확립
■ 수업방식
강의식: 기본이론의 학습, 토론: 좋은 법률이 가져야 하는 요건을 실정법률을 대
상으로 하여 실시. 초청강연: 입법실무자를 초청하여 수강함, 과제의 부여: 법률안
을 작성하여 본다.
■ 교재
최윤철,(입법학(준비중):U,Karpen(Nomos,

입법,행정,사법론);

H

Hill,(입법학입

문); H Schneider(C. F. Mueller, 입법); 박봉국(박영사, 국회법), 이상돈: 법이론;
정종섭, 헌법소송법: 헌법재판소 결정
■ 주차별 수업내용
○ 제1주차(입법학의 의의-입법학의 독자적 학문성) : 종래 정치학이나 행정학에
서 논의하여 오던 입법과정 및 입법을 둘러싼 제반환경에 대한 평가와 실정법률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법학의 사이에서 입법학이 독자적 학문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인 인식론과 방법론을 전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입법학을 독자적 학문분야
로 자리 메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학적 기초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제2주차(입법학 연구의 전개-연혁) : 입법에 대한 관심은 로마시대의 제국시
대.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12세기의 주석학파 등을 거쳐 19세기 말
법실증주의 시대에 높아졌다가 20세기중반이후 新자연법의 대두로 인하여 쇠퇴되
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금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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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의 획득에 눈을 돌리며, 이에 대한 학적 토대로서 입법학이 전개되었다.
○ 제3주차(법과 법률) : 입법학의 인식대상은 규범, 특히 강제규범이다. 법과 법
률을 구별하는 현대의 법이론 하에서 법(Recht)으로부터 어떻게 법률(Gesetz)을 구
별하고 법률(Gesetz)에 어떻게 법(Recht)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주요관심으로 하여
법률의 관계를 규명한다.
○ 제4주차(입법의 원칙(체계정합성-법규의 통일성)) :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원
칙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법률의 체계정합성이다. 체계정합성은 외적 체
계정합성과 내적 체계정합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률의 상・하위 규범간의 체
계정합과 동일 규범간의 체계정합성으로도 나눌 수 있으며, 체계정합성은 경우에
따라 법규간 통일성이라는 것으로도 이야기 될 수 있다.
○ 제5주차(입법의 원칙(명확성의 원칙)) : “좋은 법”은 수범자가 최소한 자신에
게 적용되어 질 수 있는 법률에 대하여 법률의 목적과 법률의 의미 내용의 외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으로 이루
어질 수도 있으나,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의 명확성 정도를 평가
하고 이를 실제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주차(입법의 원칙(이해의 용이성-준수가능성)) : 알기 쉬운 법률, 이해가
용이한 법률이 수범자에게 자발적 복종을 하게하도록 하는데 용이하다는 결과가 있
다. 법률의 의미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법기술상의 난맥이 법률제정과정에서 나
타나면 결국 법률의 집행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최종소비자인 수범자들의 외면을 받
게 된다.
또한 수범자의 법률준수가능성에도 입법자는 관심을 가져서 이상적인 법률과 현
실적인 법률사이의 한계설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 제7주차(입법의 원칙-절차적 합법성) : “헌법에서 수권한 형식적 입법자에 의
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어지는 강제 규범”을 법률로서 정
의하고 있다. 현대 대의제 민주국가에서의 법률의 제정과정은 정당하고 합법적 절
차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차적 합법성을 결여한 법률은 합헌
성을 유지할 수 없다.
○ 제8주차(입법기관(입법자-형식적 입법자, 실질적 입법자)) : 우리 헌법인 형식
적인 입법자로서 ‘국회’(헌법 제40조)를 유일한 형식적 입법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헌법 제52조)도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헌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도 대통령령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적 명령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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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법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제9주차(입법기관-의회 입법자) :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헌법 제40
조)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유일한 입법권자이다. 의회
입법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외국의 경우 등과 비교하면서 현행 헌법 하에서 우리나
라의 입법자의 위상과 국회 내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입법과정
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여 본다.
○ 제10주차(입법기관-정부 입법자) : 헌법 제52조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도 실질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전문
화 및 행정기능의 확대는 고전적 의회의 능력을 초과하여 입법 전 과정과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여 졌다. 따라서 정부 내의 입법과정의 민주성확보와 투
명성 등이 더욱 요구되어 진다. 정부입법 준비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
선방안 등을 모색한다.
○ 제11주차(입법기관-압력단체, NGO, 로비스트 등) : 다원화, 다양성, 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압력단체와 NGO, 로비스트들이 매우 주목을 받
고 있다. 한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 또는 개별적 의지의 관철도 결국
합법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그러한 의지 및 요구의 지속적
인 관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가의지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것이며 그 수단이
법률이 되기 때문에 각종 제 세력들은 입법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자신들의
의지를 법률에 관찰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입법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 제12주차(입법과정) : 입법과정은 내적 입법과정과 외적 입법과정으로 분류되
어 진다. 외적 입법과정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을 그
대표로 볼 수 있다. 내적 입법과정이라는 것은 정부 또는 의회 내에서 입법동기로
부터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 할 수 있다.
○ 제13주차(입법평가-입법평가의 방법, 입법평가의 제도화) : 입법원칙에 근거하
여 만들어진 법률은 상대적으로 좋은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법현실에서 어떻게 집행되어지는 지가 평가되어져야 그 다음 단
계에서 보다 개선된 법률로서 수범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입법평가는 세단계(사전
적, 병행적, 사후적)로 나누어서 시행되어 지며,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제
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제14주차(입법의 통제-규범통제 등) : 현대 권력분립원칙은 과거 단순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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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균형의 유지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최적 보장을 위해 권력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가에 주목 한다. 입법권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 독점
되어 있고, 법률의 집행이 행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
실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규범에 대한 제3자의 사후적 통제 및 입법단계에서의 입
법기관간의 협조를 통한 사전적 통제도 주목하여야 한다.
○ 제15주차(기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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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홍완식 교수 (건국대학교, 입법과정론)
■ 교과목 : 입법과정론
■ 교육목표 :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학습함.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의 입안,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과정을 고찰
함. 이 과정에서 입법의 주체인 국회를 중심으로 기업, 단체, 이익집단의 영향력, 입
법의 실패, 바람직한 입법과정의 절차와 목표 등이 논의될 것임. 또한 입법관리라는
측면과 입법자 및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적 통제방법 등도 논의될 것임.
■ 수업방법 : 구체적인 법률안의 입안 및 심의․의결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
는 과정을 통하여 입법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체득토록 함. 또한 법
률안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입법의견, 입법구상 등이 구체적인 문안으로
작성되어 질 수 있는지를 직접 실습하도록 함.
■ 수업내용
○ 제1주차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및 목표) : 법안의 발의부터 시행까지 이르
는 협의의 입법과정은 물론이고 각종 단체의 입법운동차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입법
과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정의 목표와 이러한
입법과정의 목표실현을 위한 실제 입법과정에 대하여 고찰함. (홍완식, 입법의 원칙
에 관한 연구, 법제, 2006. 2)
○ 제2주차 (정부입법의 입안과정, 정부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부에서 제
출한 법률안(사립학교법 등)의 분석과 입법과정에서의 논란, 재개정과정을 고찰함.
행정부의 교육정책과 입법부의 입법정책과의 관계도 검토함. (홍완식, 토지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학회, 2007)
○ 제3주차 (정부입법 실무) : 정부입법 실무에서는 법률안보다는 시행령 등 행정
입법의 제정과정을 검토함. 또한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시
행령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수강생 상호간에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토론
케 하고 강의 말미에 이를 강평함. (법제처, 법률입안 심사기준, 2006)
○ 제4주차 (의원입법의 입안과정,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원이 발의
한 법률안(지역숙원사업을 위한 법률안 등)의 재정유발효과 등의 분석과 최근 들어
폭증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도출해내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게 함. (홍완식,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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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주차 (의원입법 실무) :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에 해당하는 법률안 초안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수강생 상호간에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토론케 하고 강의 말미에 이를 강평함. (홍완식, 국기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2006)
○ 제6주차 (국민들의 입법청원, 시민입법, 이익집단들의 입법로비) : 국민발안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 하에서 입법청원이 제기되었던 실제사례(생명윤리법의 제정과
정)를 검토하고, 이익집단의 입법로비(은행업계 대 보험업계)의 역학관계와 입법정
책을 검토함. (홍일표, 기로에 선 시민입법, 후마니타스, 2006)
○ 제7주차 (입법청원안 작성 실무) :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을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시민단체와 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한 입법을 적성하여야 하는 경제단체의 역할
을 설정하고, 조별로 환경보호․경제발전․공익달성이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지닌 시민
단체와 이익단체 등의 입장에서 입법청원안을 작성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절충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 (홍완식, 유전자변형작물과 환경입법, 환경법연구, 2004)
○ 제8주차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 : 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실제 법률안에 대한 청문회 자
료집을 통하여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관찰함. 이러한 국민의견, 전문가견해,
관련단체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의 반영 여부 등을 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통하여 검
토하고 토론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제10주차 (법제사법 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 :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법률안을 중심으로 하여 잘못 작성된 법률안
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와 문안이 적절한 법률안의 작성을 위한 기법 등을 살
펴봄. (국회사무처, 체계자구심사사례집, 2006)
○ 제11주차 (본회의에서의 심의과정) : 본회의에서의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본회
의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진통을 가져온 논란법안 처리과정에서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함. (임종훈 외,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4)
○ 제12주차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 기능과 실제) :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를
실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사전적 입법평가, 성안된 법률안에 대한 병행적 입법평가,
법률이 시행된 후의 효과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관하여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함. (박영도/장병일(역), 입법평가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 입법평
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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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주차 (실제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 사례 분석) : 2007년 11월에 수행
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사례를
분석함. 또한 국회와 정부에서 수행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타당성과 개선방
안을 논의함.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세미나 자료집, 2007)
○ 제14주차 (법률안 작성실무) : 입법구상에 대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입법구상
의 적절성, 합리성, 경제성, 효율성, 위헌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법률안을 작성하도
록 함. 작성된 법률안에 대하여 학생 상호간 검토 및 평가를 하게하고, 이에 대하여
강평함.
○ 제15주차 (법률안 검토실무) : 실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스토
킹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택하여 법률안 작성의 미비점, 위헌가능성, 찬반론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함.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참조)
○ 제16주차 (기말평가) : ① 제시된 주장들을 종합하여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는
문제와 ② 제시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절차상의 문제 및 입법내용상의 문제사 무
엇인가를 발견해 내는 문제에 대하여 평가함.
■ 성적평가
시험평가(70%) :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는 문제, 입법절차와 입법내용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문제를 내어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함.
수업평가(20%) : 쟁점 법안에 대한 찬반론의 입장에 대한 토론을 평가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평가함.
과제평가(10%) : 사안을 제시한 후에 직접 법률안이나 시행령안을 작성하여 제출
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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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법학에 대한 입법실무에서의 인식 실태분석

Ⅰ.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및 범위
이번 조사는 입법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입법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입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국회

정부(교과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총합

11

13(3)

3

3

33

설문내용은 참고자료에서와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26일(13일)까지 걸쳐서 진행되었다. 설문내용이 주관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Ⅱ. 구체적 설문내용 분석
1. 입법학의 필요성
법학의 학 분야로서 독자적인 입법학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3명 중 31명으로 다수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독자적 영역으로서 입법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명의 경우, ① 입법은 정
책학의 한 요소라는 것과, ②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
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2. 입법학의 구성내용
입법학이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분석론, 기타 중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표 1> 입법학 구성내용에 대한 비율
구성내용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분석론

기타

수

23

18

18

31

16

8

%

69.7

54.5

54.5

93.9

48.5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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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처럼 입법학의 내용으로 입법평가론>입법과정론>입법방법론=입법기술
론>입법분석론>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입법학의 내용으로 입법평
가론에 대하여 많은 응답을 하였다는 것이다. 입법평가론은 2000년 초에 우리나라
에 소개된 이래로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평가의 개념, 기준, 방법, 입법학과
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입법실무전문가들은 입법학
의 하나로서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2>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내용구성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

구체적 내용
입법수요(입법의 필요성 포함)
법령 등의 제․개정 절차(이론 포함)
법령의 정당성
외국의 입법과정 비교
입법과정의 체계화
입법의 목표
합리적인 입법과정 정립
규범적 평가
입법기구(비교법적 연구 포함)
이익집단간의 갈등
우리나라 입법과정론에 대한 분석, 개선방안
정책과 입법
정책의 각 과정(결정-집행-평가 등)에 작용하는 규범적 요소
입법재량의 규범적 기준
입법기준
입법학의 대상
법령의 형식, 체계
법령해석
입법이론
입법과정
입법기술
입법평가
입법분석
철학적 방법
입법학 방법론
입법 수준별 입법방법(내용, 수준 등)
입법과정, 방법
외국의 입법방법 비교
법제도 자체의 성격, 의미, 발전 등
우리나라 입법방법론에 대한 분석, 개선방안

응답자수
3
18
1
4
1
1
1
2
1
2
1
1
1
1
1
1
2
1
2
1
2
1
1
1
1
3
1
2
1
1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전략적 접근

1

국회 또는 정부입법의 방법의 체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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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성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분석론

구체적 내용
법조문의 구성방법(법령의 입안, 심사기준 포함)
입법의 기본원리(체계성 원리, 신법우선의 원리, 특별법 우선
의 원리 등)
입법기술의 체계화
외국의 입법기술 비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
입법기능
입법과 다른 법률문건과의 기술적․규범적 비교
입법형식
법제
입법실무
우리나라 입법기술론에 대한 분석, 개선방안
정책과 법의 조화성
입법사실의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의 필요성 평가
입법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정책효과 등의 차이 평가
입법평가 유형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과정
입법과정별 영향분석․평가
외국의 입법평가 비교
입법동기
입법평가 개념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의 적정성
평가기관
입법목적의 달성도
입법의 타당성
입법의 효율성
입법의 실효성
이해가능성
체계성
정치․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문화적 영향평가
시행과정의 문제점
평가방법론
전문위원 검토제도
국회 또는 정부의 입법평가방법의 체계화
입법학 개론
입법의 개념
입법의 지도원리
분야별 중점사항에 따른 분류
법령해석방법

148∥ 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응답자수
10
1
6
1
4
1
1
2
1
1
1
1
1
1
1
2
3
4
1
1
3
1
1
2
1
1
1
2
2
3
2
1
1
1
1
1
6
1
1
1
1
1
1
2

내용구성

구체적 내용
입법심사
입법분석론과 입법평가론과의 관계
법과 정책의 관계
입법의 발전 과정
국내와 외국의 법령에 대한 비교
선진의회의 입법분석을 비교
분석방법론
입법분석론의 효용성
현행 법령에 대한 체계적 분석
정책 분야별로 입법례 등에 대하여 각종 효과, 장단점 등 분석
법률에 의한 영향
목적과 수단간의 관계
법률의 체계 등에 대한 내용
법안의 위헌성․효율성․시의성 등 평가
법률의 추후 적용실태 점검
국회 또는 정부의 입법분석의 체계화
입법에 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분석

응답자수
1
1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입법분석론에 대해서는 질문이 다소 모호하다든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에 입법학 교재에서는

입법분석론

이라는 용

어를 지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입법학의 구성내용으로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분석론을 제시
한 응답자의 경우, 입법방법론에서 입법과정, 입법기술, 입법평가, 입법분석을 총괄
하는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입법사회학, 법해석방법론, 입법기구, 입법유형론 등을 제시하
고 있다.
<표 3> 기타의 구성내용
구성내용

기타

응답자수

입법사회학
법해석방법론
입법기구, 입법의 헌법적 한계 등
입법유형론

2
2(실정법해석학)
2
1

입법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의 예

1(입법평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입법사회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명으로, 그 이유는

법과 사회와의 관계를 바

탕으로(법사회학․법철학적 고찰) 입법이 이루어지는 배경, 과정, 동학을 연구하는 입
법사회학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 또한 입법사회학은 입법과정론과도
연동이 되지만 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으로, 법과 사회와 국민의 관계 그리고
법을 요청하는 국민, 매개인 정당, 시민단체, 언론,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회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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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와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입법유형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명으로, 입법방법론과 입법분석론은 입법과정
론이나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과 중복이 되는 것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을 집중화하여 입법유형론으로 통합하자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입
법학의 구성내용은 ㉠ 입법학총론, ㉡ 입법유형론, ㉢ 입법기술론, ㉣ 입법과정론,
㉤ 입법평가론 5가지로 하고, 입법유형론에서는 처분적 법률, 실험법률, 한시법률,
기본법 등 입법유형에 관한 논의를 다루게 된다.
기타의 내용으로 입법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의 예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평가의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즉 그와 같은 내용을 제
시한 설문자의 경우, 입법평가론의 내용으로 이용가치, 체계성, 편익, 이해가능성 등
을 제시하고 있다.
3. 입법평가의 필요성
독일이나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평가가 우리나라에 소개
된지 약 10년이 된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많은 비교법적 연구
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시범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평가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33명 중 27명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평가가 필요함에는 공감하고 있다.
입법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6명(복수응답한 경우도 존재)의 경우, 그 이
유는 ① 입법평가는 정책평가의 한 분석요소일 뿐이고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다(2
명), ②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1명), ③ 입법평가는 그 자체로 가능하기 보다
는 각 법률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도록 개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획
일적으로 입법평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1명), ④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시
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1명), ⑤ 기존의 평가제도까지 입법평가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이
다(1명), ⑥ 기존의 정부기관이 하고 있는 입법업무로 충분하다(1명).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법평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현재 정부와 국회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와
국회에서 입법평가가 필요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표 4> 입법평가의 도입 필요성 여부
국회

정부(교과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

필요함

9

9(3)

3

3

필요하지 않음

2

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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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기관의 입법상 문제점 존재 여부
각 기관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
하여 국회 1명, 정부 5명이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응답자 27명 중 17명이 존재한
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5> 각 기관의 입법상 문제점
국회

정부(교과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존재함

10

4(3)

2

0

존재하지 않음

0

4(0)

1

3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중복해서 응답한 경우도
있음). 현재 입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응답자가 입
법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국회와 법제처간, 학계와 입법실무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경우도 다소 존재하였다. 입법이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경
우도 있었다.
<표 6> 각 기관의 입법상 구체적 문제점
내용

응답자수

입법전문인력이 부족함(변호사 포함)

9

법제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입법방법론(입법이론 포함)에 대한 기초가 부족함

3

각 부처간의 협조가 부족함

2

법이론과 실무사이에 괴리가 존재함,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기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총괄적 심사기구 포함)

2

입법전담부서의 위상 제고(입법전담구성원의 독립성 포함)

2

사기 진작(외국의 유사기관 연구, 포상제도 등)

1

입법관련 전문교재 및 지식정보 관리

1

정부부처 구성원들에 대한 입법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2

법률안 심의절차가 졸속임

3

입법 후 집행의 지속성이 떨어짐

1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 부족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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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기관의 입법학 관련 교육실시 여부
(1) 실시 여부
각 기관에서 입법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 <표
7>와 같이 응답하였다. 국회에서는 응답자 11명 중 6명이, 정부(특히 법제처)는 13
명 중 11명이, 시민단체는 3명 중 2명이, 한국법제연구원은 3명 중 2명이 입법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표 7> 각 기관의 입법학 관련 교육실시 여부
내용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국회
6
5

정부(교과부)
11(0)
2(3)

시민단체
2
1

한국법제연구원
2
1

(2) 입법학 교수진
입법학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수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응답하였다(중복선택이 가능함). 교수진으로 실무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법학관련 전공자였다. 각 기관의 입법학 관련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기 보다는 부정기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규의 입법
학 담당 교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을 담당하였던 실무자들을 중심으
로 입법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입법학 교수진
전공

정치학

법학

정책학

응답자수

1

8

2

기타
사회과학
4

실무자

기타

13

2

기타의 교수진으로는 국회보좌관,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시민단
체 활동가 등으로 대답했다.
(3) 강의교재
입법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강의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입법학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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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제처)는 법령입안심사기준 등과 같이 법제처에서 제작한 교재를 많이 사용
하고 있고, 국회도 강사와 국회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표 9> 입법학 강의교재
국회
국회사무처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
입법실무
강사 집필 교재

정부(교과부)

시민단체

1 법령입안심사기준

6

입법

자체 제작 교재
법령해석 사례
각종 자료
2
입법실무

4
1
1
1

청원

2

등의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입안심사기준

1

입법학관련 서적

1

1

(4) 강좌내용
입법학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
음과 같이 응답하였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은 응답자가 존재함). <표
10>에서처럼 대부분 법령입안과 관련한 심사기준과 사례 등 실제 실무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내용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표 10> 입법학 강의교재 내용
법령입안 심사기준

강의내용

응답자수
9

법령입안 심사해석

2

입법사례

3

해석사례

2

법제 관련 지식

3

입법자료 조사

1

입법과정

2

국회법
입법학 전반

2
1

(5) 수강인원
입법학 교육의 수강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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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입법학 수강인원
20명 미만

20명~50명

50명 이상

신입직원

5

5

1

2

내부 구성원 지방의회 실무자
1

1

각 기관에서 입법학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강인원을 정확
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2, 30명 내외의 인원이 수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입직원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비정기적, 자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강의의 필요성
현재 입법학 강의는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을 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표 12>에서처럼 33명 중 31명이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입법학
강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명은 모두 입법학은 독자적 학문으로 인정하기 어
렵기 때문에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표 12> 입법학 강의의 필요성
국회

정부(교과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

필요함

10

12(3)

3

3

필요하지 않음

1

1(0)

0

0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 강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중복해서 응답한 경우도 있음).
<표 13> 입법학 강의의 필요이유
내용
입법실무(좋은 입법, 입법과정, 입법실무의 적응기간 단축)를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견해를 보장하는 입법절차 개발을 위해서
법의 체계를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

응답자수
11
2
3

정확한 법해석을 위하여

5

일반인, 예비법률가에 대한 입법학의 기본소양 함양

8

민주법치국가의 토대 마련

1

법해석 위주의 법학교육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1

<표 13>에서처럼 입법학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입법실무를 위하여>일반인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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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가들에게 입법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입법의 제․개정과정
을 통하여 정확한 법해석을 위하여 순으로 나타났다. 입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으므로 자신들이 실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많은 응답을 하였
고, 일반국민들과 예비법률가들이 실정법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입법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입법학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법의 체계를 입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서, 입법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견해를
제시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입법절차를 개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
여, 현행의 법해석 위주의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학에 대한 지식을 통하
여 민주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의 응답을 하였다.
7. 각종 국가시험에서의 입법학과목의 필요성
각종 국가시험에 입법학과목이 채택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14>에
서처럼 30명(국회, 정부, 시민단체 각 1명은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음) 중 19명이
필요하다, 11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입법학 강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각종 국가시험에서 입법학과목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14> 입법학 과목의 필요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국회
5
5

정부(교과부)
5(2)
7(1)

시민단체
2
0

한국법제연구원
3
0

Ⅲ. 소결
국회,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입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번 설문결과는 향후 입법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에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대다수가 새로운 학문으로서 입법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
다. 그 이유로 입법학은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적응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실제 입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입법해석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들
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인과 예비입법가, 법률가를 위하여 입법학 교육이 필요하지만, 각종 국
가시험에서 입법학과목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입법학의 개념,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급한 문제는 대학교나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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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원, 입법실무현장에서 체계적인 입법학 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입법학회 등에서 입법학전반에 대한 교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셋째, 입법학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법학 관련 교재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제처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자체에서 발간한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입
법이론, 입법과정, 입법사례 등을 포함한 입법전반을 다루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에 한국입법학회 등에서 입법학 관련 교재를 마련할 경우, 어떠한 내용
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표 1>에서처럼 입법분석론(입법원리론), 입법과정
론,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설문
에 따르면, 입법학의 내용으로 입법평가론>입법과정론>입법방법론=입법기술론>입
법분석론>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
리나라에 입법평가가 소개된 것은 10여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입법평가의 개념, 평
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
재 입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입법평가를 들고 있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향후에 한국입법학회 등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섯째, 이번 설문조사는 입법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관식으로 이루어졌고,
입법학의 구성내용으로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분석
론, 기타를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입법분석론에 대해서 질문이 다소 모호하다든
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에 입법학 교재
를 마련할 경우에는

입법분석론

이라는 용어를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리고 입법방법론에서 입법과정, 입법기술, 입법평가, 입법분석을 총괄하는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입법사회학,
법해석방법론, 입법기구, 입법유형론 등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향후 입법학 관련
교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이 입법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이 입법전문가가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한국입법학회 등에서 표준적인 입법학 교재를 마련하여 일반인, 예비입법가, 예
비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입법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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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입법학의 실태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설문지

이 질문지는 한국입법학회가 현재 우리나라 입법학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입법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1] 법학의 한 분야로서 입법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 [문 1-1]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 1-2]로 갈 것
[문 1-1] 입법학은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등과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문 1-2] 입법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 2] 입법학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중복선택 가능)
① 입법과정론 → [문 2-1]로 갈 것
② 입법방법론 → [문 2-2]로 갈 것
③ 입법기술론 → [문 2-3]로 갈 것
④ 입법평가론 → [문 2-4]로 갈 것
⑤ 입법분석론 → [문 2-5]로 갈 것
⑥ 기타(

) → [문 2-6]로 갈 것

[문 2-1] 입법과정론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 2-2] 입법방법론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 2-3] 입법기술론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 2-4] 입법평가론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 2-5] 입법분석론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 2-6] 기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 3]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시범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입법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 [문 3-1]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 3-2]로 갈 것
[문 3-1]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3-2]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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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선생님께서는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① 국회
② 정부
③ 지방자치단체
④ 시민단체
⑤ 기타(

)

[문 4-1] 현재 귀 기관에는 입법전담부서가 있습니까?
① 존재한다 → [문 4-2]로 갈 것
② 존재하지 않는다
[문 4-2] 입법전담부서의 구성원들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법학
② 행정학
③ 정치학
④ 기타(

)

[문 4-3] 입법전담 구성원 중 사법시험 합격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 4-4] 현재 귀 기관의 입법상의 문제점이 존재합니까?
① 존재한다 → [문 4-5]로 갈 것
② 존재하지 않는다
[문 4-5]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 5] 현재 귀 기관에는 입법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 5-1 이하]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문 5-1] 입법학 교수진은 누구입니까?(중복선택 가능)
① 정치학 관련 전공자
② 법학 관련 전공자
③ 정책학 관련 전공자
④ 기타 사회과학 전공자
⑤ 실무자
⑥ 기타(

)

[문 5-2] 어떠한 강의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 5-3] 강좌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 5-4] 수강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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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을 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 [문 6-1]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 6-2]로 갈 것
[문 6-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6-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7] 각종 국가시험에서 입법학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문1. 성별

① 남자

배문2. 직장

______________

배문3. 부서

______________

배문4. 근무 기간
배문5. 직급

② 여자

년

개월

______________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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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국에서의 입법학 교육 실태분석
Ⅰ. 미국에서의 입법학 교육
1. 교과개설 현황
미국에서의 법학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학이 주고, 1920년대에 와서 비
로소 재판과정에 대한 실증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입법에 대한 연구도 실증과
학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입법과정

(Legislative Process)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입법과정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과
법의 내용 정립과 심의 및 시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여 연구한다. 또
방법론상으로도 규범과학만이 아니라 정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방법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다.72) 미국의 입법학 교육은 1960년대에 활성
화 되었는데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 입법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여 실증 과학
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법학에 대한 강의도 처음에는 법학보다는 사회학
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이를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에서 교육하였다. 하지만 로스
쿨에서도 입법과정이나 입법정책학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이를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변호사시험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로
스쿨에서 정상적으로 법학공부를 한 학생인 경우에는 대부분 합격을 하므로 특정과
목이 변호사시험과목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현재 입법학은 뉴욕 주 등 확
인된 주에서는 변호사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계로 인하여 미국의 유명 대학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입법
학 교육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는데 우선 미국 로스쿨 중에서 최고의
평판을 유지하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코넬대학
을 검토하고 입법학으로 유명한 노스웨스턴 대학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이들 대학은 모두 입법학 강좌를 가지고 있었고 하버드 대학은 무려 7개의 강좌,
예일대학이 3개 강좌, 콜롬비아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은 각 2개 강좌, 스탠포드
대학과 코넬 대학은 각 1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다. 강좌명으로는 단순히 입법
(Legislation)이라고 이름 지어진 경우가 5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입법클리닉
(Legislative Advocacy Clinic)이라고 하여 현장실습 중심임을 나타내는 강좌명도
있었다.
학점은 4학점과 3학점으로 일반적 강좌의 기준이 되는 학점수와 같거나 많은 편
으로 단순히 교양정도로 강의하거나 수강하는 수준을 넘어 로스쿨의 중심 강좌 중
의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교재는 입법학에 관한 수많은 연구서적이나 논문이 있어 교재채택에 불편이 없지
만, 미국 로스쿨의 많은 강좌가 담당 교수가 특별히 준비한 강의용 자료를 사용하
고 있는 것과 같이 강좌별로 교재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미
72)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48-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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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로스쿨에서 일반적으로 교재로는 실제 사례들을 고개하고 이를 검토하고 분석하
는 내용의 것이 많은데 입법학의 경우에도 특별히 교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William
N. Eskridge, JR., Philip P. Frickey, and Elizabeth Garett, Cases and
Materials on Legislation, Statut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policy (4th ed.),
Thomson West, 2007과 같은 교수들이 저술한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West Publishing Company, 2000를 볼 수 있었다.
수업방법으로는 미국 로스쿨의 일반적인 수업진행 방법인 질문과 토론식이었으나
실제 사례를 분석 연구하는 경우와 클리닉 강좌인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수강하는 학생 수는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입법학 강의를 수강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으로는 하버드 대학에서 입법학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학점도 4학점으로
배정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좌명은 입법과
규제라는 이름으로 근대행정국가의 법제정에 관한 대체적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가 구속력 있는 법규정들(각각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과 법원
과 행정부에서 이러한 법규정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설명
하고 있다. 특히 입법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근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규제
의 필요성과 근대행정국가의 구조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과 관련하여 입법을 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로스쿨에서 입법학 강좌 개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lumbia

미국 로스쿨 입법(학) 강좌 개설현황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ve

강좌명
and Regulation
and Regulation
and Regulation
and Regulation
and Regulation
and Regulation
and Regulation

1
2
3
4
5
6
7

Advocacy Clinic

강좌번호
LAW-13500A
LAW-13500A
LAW-13500A
LAW-13500A
LAW-13500A
LAW-13500A
LAW-13500A
20066
20352

Legislative Advocacy Clinic

21392

Legislation

319

Legislation
Legislation
Cornell
Legislation
Northwest Legislation
ern
Legislation

L6175-001
L6270-001
LAW6701
CONPUB 644

담당교수
John F. Manning
Chsina Rodriguez
Adrian Vermrule
Einer R. Elhauge
Matthew Stephenson
Mark Tushnet
Todd D. Rakoff
W.N.Eskirdge, Jr.
J.L. Pottenger, Jr., S.D.
Geballe, and C.C. Staples
J.L. Pottenger, Jr., S.D.
Geballe, and C.C. Staples
Mariano-Florentino
Cuéllar
Peter L. Strauss
Richard Briffault
Josh Schafetz
Tonja Jacobi

개설학기
Fall term
Spring term
Spring term
Fall term
Fall term
Fall term
Fall term
Fall term
Fall term

학점
4
4
4
4
4
4
4
3
3

Spring term

3
3

Spring term
Fall term
Spring term
Fall term

Robert W. Ben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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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의 내용
미국에서 입법학은 입법기관, 입법과정, 입법행태 등 실증과학적인 요소를 주로 연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
한다.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제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파악하여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적 기관과 실질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나 이익단체, 로비스트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입법이 실제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로서 입법의 정당화와 공익
의 확보 등에 대하여도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과정과 입법해석의 상호관
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많다.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편익과 비용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입법에 대하여 계량적인 방법으로 입법을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입법학은 실제 과거의 입법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실제 예를 통하여 입법학의 효율성을 체감하게 하고
장차 실제 사례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좌가 클리닉 강좌인 경우에는 실제 고객을 지정하고 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입법자인 의원들과 만나며, 향후 입법쟁점들을 확인하기 위
한 고객들과 함께 일하기도 한다. 수강생들은 실제 입법에 관한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조직들과 제휴하여 일하며, 고객지원을 위해 구술

및 필기 능력을 키운다. 입법을 위한 위원회 절차를 통해 의원입법안들을 주의 깊
게 관찰하고,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안들을 감시하며, 고객을 위한 법
안이 채택되도록 일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클리닉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
무실이나 상담소가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로스쿨에서 입법학 강좌의 구체적 내용은 말미 별첨 표
와 같다.
3. 미국의 입법학 교육의 시사점
미국의 입법학 교육은 일찍이 1960년대부터 진행된 것으로 행태주의의 영향을
받아 입법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여 실증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
법학에 대한 강의도 처음에는 입법과정에 초점을 두어 법학보다는 정치학이나 사회
학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이를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등에서 교육하였다. 다른 한편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입법에 있어서도 효용을 최대로 하는 계량적인 입
법정책학이 발달하였다.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입법과정이나 입법정책학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로스쿨에서 이를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유명 로스쿨에서는 거의 대부분 입법학을 강의하
고 있으며 현재 많은 수의 입법학 서적이 출판되었고, 로스쿨 교수들에서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순수한 실무가가 강의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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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고 자체 교수진에 의하여 강의가 되고 있다. 이미 입법학이 학문으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입법학의 비중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거나 평균적인 학점
이상을 부여하여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다.
입법학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기관, 입법과정, 입법행태 등 실증과학적인 요소를
주로 교육하고 있다.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제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파악하여 입법권
한을 행사하는 형식적 기관과 실질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나 이익단
체, 로비스트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입법이 실제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행
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로서
입법의 정당화와 공익의 확보 등에 대하여도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과
정과 입법해석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많다.
미국 입법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사례와 실습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론강
좌인 경우에도 실제 과거의 입법사례를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
우 이민법 등을 실제사례로 그리고 예일대학은 1964년 통과된 민권법을 사례로 하
여 강좌를 진행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2002년의 국토안보법을 사례로 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사례연습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클리닉 강좌도 미
국 법학교육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주로 공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
객으로 하여 실습을 진행하는데 예일대학의 경우 ‘코네티컷 이이들의 소리’(
Connecticut Voices for Children)라는 공익단체를 위하여 주의원을 만나기도 하
고 의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방청하고 입법활동을 감시하여 입법에 관한 의견서
나 각종 요구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하루 빨리 입법학연구의 질과 양을 넓히고 높혀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을 수준 높은 전문가가가 강의할 필요가
있다. 발달한 미국의 입법학 방법론을 참고로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입법
학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강의할 필요가 있으며 하루빨리 입법학에 대
한 많은 전문서적을 발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강의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구체적인 입법사례를 가져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습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클리닉 강좌의 도입도
절실하다. 이러한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입법학을 개념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학문으로 의식할 수 있다. 미국에서와 같
이 가능하면 주로 공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객으로 하여 실습을 진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법제처
나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실습을 나가서 실제 입법에 관여하는 자를 보조하여 업무
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강좌교수와 실습 지도강사의 의견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도 방학기간 동안 연방의원이나 주
의원의 사무실에 인턴으로 근무하며 입법의 실제를 배우고 실습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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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미국 입법학 강좌의 내용>
● Harvard Law School
Legislation and Regulation 1
Legislation and Regulation is an introduction to lawmaking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It will examine the way Congres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dopt binding rules of law (statutes and regulations, respectively)
and the way that implementing institutions -- cour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 interpret and apply these laws. It will consider, in particular,
the justifications

for modern

regulation, the structure

of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the incentives that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 various
actors, and the legal rules that help to structure the relationships among
Congress, the agencies, and the courts. It will consider, in particular, the
justifications for regulation, the structure of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etc.
입법과 규제는 근대행정국가의 법제정에 관한 개론이다. 의회와 행정부가 구속력
있는 법규칙들(각각 법률과 규제)을 채택하는 방식과 이러한 법들을 해석하고 적용
하는 제도-법원과 행정부-를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근대적 규제의
정당화, 근대행정국가의 구조,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유인들과 의
회, 행정부, 법원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규칙들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규제의 정당
화, 근대행정국가의 구조 등을 고찰할 것이다.
Legislation and Regulation 2
This course introduces the law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of the
regulatory state. Today's legal system revolves around laws enacted by
legislatures and administered by agencies. We will consider the legislative
process in detail, exploring theories of how lawmaking unfolds. We will
spend considerable time on the doctrinal and theoretical dimension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We then will consider Congress's increased reliance
on agencies to regulate matter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food and
drug

safety,

justifications

and
for

occupational
government

health

regulation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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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We

will

examine

general,

and

regulation

by

agencies in particular, analyzing the legal parameters that structure agency
decision-making. We will end with a case study of immigration regulation,
exploring questions of institutional design by considering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creation. We also will consider how the interpretative
and regulatory themes

of

the course play out in court and agency

interpretation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 강의는 법률들, 제도들, 규제국가의 절차들에서 시작한다. 오늘날 법체계는 입
법부가 제정한 법률들과 행정부가 집행하는 법률들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입법
과정을 상세히 고찰할 것이고, 법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들을 탐
구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의 교의적 차원들과 이론적 차원들을 고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환경 보호,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직업 위
생 및 안전과 같은 문제들을 규제하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과도한 의존을 고찰할
것이다. 정부 규제의 정당화에 대한 일반론을 검토할 것이고, 특히 행정부의 규제,
행정부 결정을 구조화하는 법적 매개변수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주 규제에 관한 사
례연구와 국토안보부의 창설을 고찰해 봄으로써 제도 디자인의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또한 이 강의의 해석적 및 규제적 주제가 법원에서 어떻
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이주법과 국적법의 행정부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찰
해 볼 것이다.

● Yale Law School
This course will provid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ir

relation

to

the

theory

and

doctrin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The course will begin with a case study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nd that study is used to illustrate three paradigm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urse will then turn to theory and practic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Students

will

test

the

theori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gainst theories of law and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urse
will analyze the doctrines associated with statutory interpretation in detail.
One day of the week (Tuesdays) will be a lecture to the entire class; most
Thursdays will see the class divided into two sections, meeting at separate
times for class discussion. Self-scheduled examination. Enrollment limited to
120 (sixty in each section). W.N. Eskridge, Jr.
이 강의는 입법과정 이론들, 이론과 법률해석론의 관계에 관한 개론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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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강의는 1964년 민권법의 사례연구로 시작할 것이고, 사례연구는 입법과정
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법률해석의 이론과 실천을
공부할 것이다. 수강생들은 법이론과 입법과정이론에 반대하는 법률해석이론들을
평가할 것이다. 이 강의는 법률해석과 관련된 학설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주의
하루(화요일)는 전체 수업에 대한 강의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화요일은 수강생을
두 조로 나누어, 토론 수업을 갖게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등록은 120명으로
제한된다(한 조에 60명).
Legislative Advocacy Clinic (20352)3 units, credit/fail. A two-term clinical
seminar designed to give student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tate
legislative and policy-making processes by advancing-and defending-the
interests of Connecticut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including other LSO
clinics and their clients). The seminar's primary client (Connecticut Voices
for Children) is a key player on a broad spectrum of policy issues. Recently
the clinic has focused on public education, juvenile justice, health, and tax
policy. The clinic's work will include both affirmative legislative initiatives
and defensive efforts to respond to proposed legislation deemed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its clients. The clinic will also serve as a legislative liaison
for other LSO clinics, keeping them informed of legislative developments
affecting

their

clients'

interests.

Issues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lawyers working in the legislative arena will be an
important focus of this clinic. In the fall term,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raining sessions led by some of Connecticut's most experienced lobbyists,
meet with state legislators, and work with their client organizations to
identify upcoming legislative issues. Once issues have been chosen for
action, students will research the subject, work in coali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meet with legislators. In the spring, students will meet
with legislators to get their bills introduced, develop oral and written
testimony in support thereof, identify other witnesses, shepherd their bills
through the committee process, and work to get them adopted. During the
legislative session, students will also monitor other proposed legislation that
might affect the clinic's clients. To allow all students to participate in both
the training/issue development and direct action aspects of the clinic's work,
priority will be given to students who commence their participation in the
fall term. Enrollment limited. J.L. Pottenger, Jr., S.D. Geballe, and C.C.
Sta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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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공익기구들(기타 LSO 상담소들과 그 의뢰인들을 포함)의 이익들을 촉진
하기 위하여-그리고 옹호하기 위하여- 주(州) 입법과정 및 정책형성과정에 학생들
이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짜여진 2학기 실습 세미나이다. 세미나의 주된 고객(코네
티컷 이이들의 소리: Connecticut Voices for Children)은 정책 이슈들의 광범한
스펙트럼에 대한 핵심 역할자이다. 최근 실습은 공공교육, 청소년 범죄, 보건, 조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습의 업무는 적극적 입법의안 제출 및 의뢰인의 이
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안 입법에 응답하는 변호노력 모두를 포함할 것이
다. 또한 실습은 기타 LSO 상담소들을 위한 입법적 교섭창구(legislative liaison)로
제공되며, 의뢰인들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입법의 최신 경향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
서 LSO 상담소들에 제공할 것이다. 입법영역에서 일어나는 법률가의 윤리적 쟁점
들과 직업적 책임은 이 실습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가을 학기에, 수강생들은
코네티컷의 가장 경력이 많은 로비스트들 중 일부가 이끄는 교육연수(training
session)에 참여하고, 주의원들과 만나며, 향후 입법쟁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의뢰인
단체들과 일한다. 행동에 착수할 쟁점들이 채택되면, 수강생들은 그 주제에 대해 조
사할 것이고, 다른 조직들과 제휴하여 일할 것이며, 의원들과 만날 것이다. 봄학기
에, 수강생들은 제안된 의원입법안을 얻기 위해 의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구술 및 필기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고, 다른 증인들을 찾게 될
것이며, 위원회 절차를 통해 의원입법안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법안
이 채택되도록 일할 것이다. 입법회기 중에, 수강생들은 또한 상담소의 의뢰인들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제안 입법들을 감시할 것이다. 모든 수강생들이 교육/
쟁점 탐색능력 향상과 의뢰인의 일에 대한 직접적 행위 측면에 모두 참가할 수 있
도록 가을 학기 중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것이다.

●

Stanford Law School

Legislation Description
Lawyers

work

in

a

legal

system

largely

defined

by

statutes,

and

constantly shaped by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power. This course is
about statutes and the legislative institutions that create them. It discusses
some of the key laws governing access to legislative power; the procedures
that culminate in the production of statutes in the legislature;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agencies, courts, and legislatures interpret statutes.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acquisition of legislative power.
Key

topics

include

bribery

laws,

lobbying

and

indirect

influence

on

legislative activity, and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 second part of the
course concerns the use of legislative power. Topics includ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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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for organizing the legislature, the federal budget process, the special
rules governing oversight of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functions; and
discussion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as a case study of how
politicians, lawyers, and interest groups shape legislation. This part also
includes

a

brief

comparative

discussion

of

how

legislatures

in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make collective decisions. The third
part of the course briefly covers the modern statutory interpretation process
in courts, agencies, and legislatures. The class discusses (among other
things) how courts apply certain canon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hoe
legislative staff shape legal interpretations, and how agency implementation
of statutes is shaped by legislative intervention.
주로 법률에 의해 확정된 하나의 법체계에서 법률가들은 활동하고, 입법권의 적
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겨난다. 이 강의는 법률가들을 생산하는 법률들과 입법제
도들에 관한 것이다. 이 강의는 입법권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들 중 일
부에 대해 논의한다. 즉,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들과 행정부, 법원, 입법부를 통해
법률들을 해석하는 절차이다. 강의의 제1부는 입법권력의 획득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주제들은 입법활동에 대한 뇌물수수법, 로비, 간접적 영향 및 선거자금규제를
포함한다. 강의의 제2부는 입법권력의 행사와 관련된다. 주제들은 입법부를 조직하
는 법률들, 연방예산절차, 정보와 국가안보기능의 감독을 규율하는 특수규칙들을 포
함한다. 정치인들, 법률가들, 이익집단들이 어떻게 입법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2002년 국토안보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다. 또한 외국과 국제기구들에
서 입법부가 어떻게 집단결정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비교연구를 포함한다.
강의의 제3부는 법원, 행정부, 입법부의 근대적 법률해석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수업은 (특히) 법원들이 법률해석의 특정한 해석론들(canons)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입법사무관들이 어떻게 법적 해석들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행정부의 법률시행이 어
떻게 입법적 개입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논의한다.
●

Columbia Law School

L6175 Legislation
Legislation is a course about today's most important source of law,
statutes rather than the work of courts. We will study Congress and its
functioning. We will seek to understand how statutes are created. This may
include exercises in drafting, as well as attention to legislative functioning
and the ways in which lawyers (for example, as lobbyists) may participate
in it. In working with legislative outputs, we will tend to stress the ways in

168∥ 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which lawyers most frequently encounter statutory problems, before, rather
than after, judges have ha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m. This will lead
us to study how courts, as well, will engage in interpretation. These
changing and contentious approaches set the framework within which
lawyers must advise clients how to spend the considerable resources that
may have to be committed, or make the other risky commitments, years
before a court will find any need to speak to the issue. But our emphases,
building on the statutory elements of Legal Methods, will be on acquiring
the skills of sound advising, not litigating, and on legislatures, not courts.
Type: Lecture
Level: Foundation
Categories:

1L

Electives;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Policy;

Constitutional Law
입법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에 관한 강의이고, 법원의 업무가 아닌 법
률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의회 및 의회의 기능을 연구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탐구할 것이다. 이 강의는 입법기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입
법)초안검토 그리고 법률가들(예를 들면, 로비스트들)이 입법기능에 참여하는 방식
들을 포함한다. 입법결과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사후에 법관들이 법률문제들을
고찰하는 기회가 아니라 사전에 법률가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법률문제들을
다루는 방식들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법원이 어떻게 해석에 참여할 것
인지를 연구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러한 변화무쌍하고 논쟁적인 접근들은, 법
률가들이 헌신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의뢰인들
에게 상담해야 하는 기틀을 마련하거나, 다른 위험한 가치지향성들(commitments)
을 형성하고, 법원에 이르기 전에[소송 전에] 쟁점에 대해 말할 필요를 발견할 것
이다. 그러나 강조점은, 법학방법론의 법률적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이고, 소송의 기
술이 아닌 건전한 상담기술을 그리고 법원의 기술이 아닌 입법부의 기술을 획득하
는 것이 될 것이다.
L6270 Legislation
Most of the "law" that lawyers work with is statutory. This course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 law
and statutes,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The course begins with a case
study of Title VII of the 1964 Civil Rights Act. We will devote substantial
attention in the cours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cluding overall theories of interpretation, the canon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the use of legislative history. We will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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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electoral representation structures, the regulation of legislators
through campaign finance, bribery and lobbying laws, as well as direct
democracy as an alternative to republican government.
Type: Lecture
Level: Upperclass
Categories: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Policy; Constitutional Law
법률가들이 다루는 "법"의 대부분은 법률이다. 이 강의는 입법과정, 보통법과 법
률들의 관계 그리고 법률 해석을 검토한다. 이 강의는 1964년 민권법의 제7장에
관련 사례연구로 시작할 것이다. 강의에서 해석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들과 법률해
석론들 그리고 입법사를 포함한 법률 해석의 이론적 및 실천적 측면에 실질적 관심
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선거를 통한 대의구조, 선거자금과 뇌물, 로비법을 통한 의
원통제,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적 정부의 대안으로서 간접민주주의를 검토할 것이다.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LAW 6701 Legislation Spring. 3 credits. S-U or letter grade.
J. Chafetz
Much of the "law" that lawyers work with is statutory. This course will
examine both how legislatures go about doing their work (that is, legislative
process) and how courts and others utilize legislative output (that is,
statutory interpretation). We will begin with a case study of the drafting and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1964 Civil Rights Act. We will then devote
substantial

attention

to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ncluding examine the rules governing legislative behavior and
debate, and we will consider how the different roles of legislators and
judges affect our interpretation of statutes and cases.
법률가들이 다루는 "법"의 대부분은 법률이다. 이 강의는 입법부가 어떻게 운용되
는지(곧, 입법과정)와 법원 등이 입법결과(곧, 법률해석)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동
시에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1964년 민권법 초안에 대한 사례연구 및 사법해석으
로 시작할 것이다. 그 후에 입법행위와 논쟁을 규율하는 규칙을 검토하는 것을 포
함하여 법률해석의 이론적 및 실천적 쟁점들에 실질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
고 의원들과 법관들의 상이한 역할이 법률과 사례들의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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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egislation
Statutes have increasingly replaced common law court decisions as the
principal expression of public policy and the dominant sourc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Reflecting this development, many upper-class courses -and even some first year courses -- are heavily oriented toward statutory
law. The emphasis in most courses, however, is necessarily on the law and
policy of a particular substantive area, not on legislation as such. This
course lays the groundwork for the study and practice of statutory law in
all substantive areas by exploring some of the major theories, techniques
and issues of modern legislation. The course is designed to b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The course will begin with an overview of the
process of enacting legislation. It will then examine the major theories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a democracy and the implications of those theories
for the treatment of statutes. The course will next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statutes and other sources of law, including judicial and executive
decisions. Finally, the course will examine statutory interpretation, looking
both at currently controversial theories of interpretation and at the tools of
interpretation used by courts, such as language and grammar, legislative
history, and policy-based maxims. Evaluation: Final examination. Teaching
method: Lecture and discussion
미국에서 법률들은 공공정책의 원칙적 표현과 지배적인 법원(法源)으로서 보통법
법원결정을 점차 대체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여, 다수의 상급강의들-1학년
일부과목을 포함하여-은 제정법(statutory law)에 과도하게 정향되었다. 대부분의
강의에서 강조점은, 그러나 불가피하게 특정한 실질적 영역의 법과 정책에 관한 것
이었지, 입법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이 강의는 주요 이론들, 기술들, 근대 입
법의 쟁점들의 일부를 탐구함으로써 모든 실질적 영역들의 제정법 연구와 실천을
위한 기초작업을 닦는다. 이 강의는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으로 짜여져 있다.
이 강의는 입법형성과정의 개관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에서
주요 입법과정 이론들과, 법률을 다룰 때 그러한 이론들의 함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강의는 다음으로 사법 결정 및 집행 결정을 포함한 법률 및 기타 법원(法源)간 관
계를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의는 법률 해석을 검토할 것이며, 현재의 논쟁적
해석이론들 및 언어, 문법, 입법사, 정책기반 준칙들과 같은 법원(法院)이 사용하는
해석 도구들을 모두 고찰한다. 평가 : 기말시험, 교수법 : 강의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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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 Number: CONPUB 644
Practice Areas: Constitutional Law & Procedure ,

State and Local

Government
○ 강의주요교재
William N. Eskridge, JR., Philip P. Frickey, and Elizabeth Garett, Cases and
Materials on Legislation, Statut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policy (4th ed.),
Thomson West, 2007
---,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West Publishing Company,

2000

Ⅱ. 독일에서의 입법학 교육
1. 교과개설 현황
독일에서의 입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주요대학교에서 개설된
2008년과 2009년의 강좌내용을 조사하였다.73) 학교에 따라 강좌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훔볼트대학교와 슈파이어
공행정연구소에서 입법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훔볼트대학교가 여름학
기와 겨울학기를 통하여 강의를 다양한 강의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1) 훔볼트대학교(Humbol
dt
-Uni
ve
r
s
i
t
ätBe
r
l
i
n)
현재 독일에서 입법학과 관련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훔볼트대학교이
다. 이 대학교에서는 입법학과 관련하여

입법과 법정책(Rechtsgestaltung und

73) 조사대상의 대학교는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Augsburg), 바이로트대학교(Bayreuth), 베를린자유대학교
(Freien Universität Berlin), 훔볼트대학교(Humboldt-Universität Berlin), 빌레펠트대학교(Bielefeld), 보쿰대
학교(Bochum), 본대학교(Bonn), 브레벤대학교(Bremen), 드레스덴대학교(Dresden), 뒤셀도르프대학교
(Düsseldorf), 에르랑엔대학교(Erlangen-Nürnberg), 프랑크푸르트대학교(Frankfurt am Main), 유럽대학교
(Europa-Universität Viadrina, Frankfurt an der Oder), 프라이부르크대학교(Freiburg), 기센대학교
(Gießen), 괴팅엔대학교(Göttingen), 그라이프스발트대학교(Greifswald), 할레대학교(Halle-Wittenberg,
Bereich Jura), 함부르크대학교(Hamburg), 하노버대학교(Hannover), 하이델베르크대학교(Heidelberg), 예나
대학교(Jena), 킬대학교(Kiel), 쾰른대학교(Köln), 콘스탄츠대학교(Konstanz), 라이프치히대학교(Leipzig), 마인
츠대학교(Mainz), 만하임대학교(Mannheim), 마부르크대학교(Marburg), 뮌헨대학교(München), 뮌스터대학교
(Münster), 오스나부뤽대학교(Osnabrück), 파사우대학교(Passau), 포츠담대학교(Potsdam), 레겐스부르크대학
교(Regensburg), 차아르부뤼켄대학교(Saarbrücken), 트리어대학교(Trier), 튀빙엔대학교(Tübingen), 뷔르츠부
르크대학교(Würzburg), 슈파이어공행정연구소(Deutschen Hochschule fü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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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politik)

을

주제로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를

통하여

전공필수과목

(obligatorisch)과 전공선택과목(fakultativ)을 개설하고 있다. 2006년 여름학기부터
2008/2009년 겨울학기까지의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6년 여름학기(2006.4.18.-2006.7.22.)74)
가. 전공필수과목
여름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고, 겨울학기에만 개설된다.
나. 전공선택과목
가) 조문화의 이념(Die Idee der Kodifikation)
M. Kloepfer가 담당하였다.
나)

공공업무

Tariffrechts

종사자의
für

den

임금법과
öffentlichen

공무원법의
Dienst

und

비교
des

세미나(Reform
Beamtenrechts

des
im

Vergleich)
U. Battis가 담당하였다. 이 세미나는 현재 독일과 유럽의 변화과정에서의 구조
적 동향을 중심으로 공무원법과 임금법의 최근 개정을 다룬다. 레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다) 법정책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 유럽환경법(Europäisches Umwelt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rechtspolitischer Tendenzen)
K. Meßerschmidt가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법제정의 유럽
화 과정을 연구한다. 유럽연합의 법제정과 그 제정된 법의 각 유럽국가로의 시행에
관해 다룬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 환경관련 정보,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등이다.
이 강의는 콜로키움 형태이며 중점과목2와 환경 및 유럽법(중점과목 5)에 해당된
다.
라) 입법과 관련한 중점문제(Ausgewählte Fragen der Gesetzgebung)
H. Risse가 담당하였다. 강의내용은 법의 정립과 입법절차, 입법의 결과 추정(현
74) http://www.rewi.hu-berlin.de/sp/kvv/archiv/2006s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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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법평가라 불리는 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관련된 테마를 다룬다. 세미
나 형태(세미나 레포트, 구두발표, 토론)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법의 특정형태
(besonderer Typen von Gesetzen)를 다룬다. 레포트는 시험규정에 따라 작성하
면 된다.
마) 젠더 관련 법률 연구: 법에서의 젠더와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근거(Legal
Gender Studies:

Theoretische

Grundlagen der Geschlechterstudien

im

Recht)
M. Cottier가 담당하였다. 법에서의 젠더와 관련한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지난
10년간의 젠더 연구와 동시에 많이 발전되었다. 새로운 문제들의 정립은 이전처럼
평등과 차이에 관한 현재의 논쟁들과 관련한 것이다. 법에서 혹은 법을 통해서 나
타나는 젠더의 구성과 이질적 규정을 가진 양쪽 젠더, 계층 정책적 구분 및 ‘인종’
의 내적구분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계층과 젠더에 관한 연구를 한다. 법에서의 젠더
연구 범주안에서 발전된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특히 민사법적(예
를 들면, 결혼 및 사실혼관계법, 보증계약, 트랜스젠더법)으로 본 법적 문제와 관련
된 사례들을 주고 그에 관하여 토론한다. 그 밖의 성적증빙서류요청 관련 혹은 수
업 준비와 관련된 사안은 Susanne Baer 교수의 강의홈페이지 참조하기 바란다.
바) 입법과 司法(Rechtsgestaltung und Justiz)
S. Lejeune가 담당하였다.
사) 공공기관, 사단, 재단(Anstalten, Körperschaften, Stiftungen)
K. v. Lewinski가 담당하였다. 행정조직법은 회사법과 정반대로 공법이다.
<Public M&A>은 실무관련성이 있고, 동시에 행정법적 (시험적인)지식이 심화된
것이다. 이 강의에서는 공법상 발생하는 법적 상의 문제인, 설립, 전환, 해산과 그에
따른 사례들에 관하여 다룬다(예를 들어 독일연방축구연맹의 국유화, 연방변호사회
의 해산 등). 이 강의는 또한 공공조직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법적 근거를 형식화 한
다.
교재는
① Loeser, 『연방정부조직법(Das Bundes-Organisationsgesetz)』, 1988
② Loeser, 『행정법체계 II(System des Verwaltungsrechts II)』, 1994
③ Mann, 『공법상의 회사(Die öffentlich-rechtliche Gesellschaft)』, 2002
④ Wolff/Bachof/Stober, 『행정법 III(Verwaltungsrecht III)』, 5. Aufl. 2004,
§§ 86-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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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7년 겨울학기(2007.10.15.-2008.2.16.)75)
가. 전공필수과목
가) 입법실무(Praktische Übungen in der Gesetzesgestaltung)
U. Battis가 담당하였다. 이 세미나는 법정책과 입법의 교차점상에 존재하는 입
법학과 관련하여 실제 입법계획을 다룬다.
나) 입법학(Gesetzgebungslehre)
K. Meßerschmidt가 담당하였다. 강의내용은 법학적 관점에서 본 입법 및 전통
적 입법학을 다룬다. 중점분야는 ‘보다 나은 입법(bessere Rechtsetzung)’과 관련
된 배경 및 논의에 있어 유럽을 배경으로 한 법의 제정과 국가적인 입법이다. 환경
법률(Umweltgesetzbuchs)의 계획에 관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이 수업을 마무리
진다. 이 수업은 세미나와 콜로키움 형태로 진행된다.
교재는
① Hill, 『입법학 입문(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② Schneider, 『입법(Gesetzgebung)』
③ Schreckenberger, 『입법학(Gesetzgebungslehre)』 등이다.
다) 입법기술론(Gesetzgebungstechnik: Rechtsgestaltung und Justiz)
T. Brandner가 담당하였다.
라)

법제정

및

법정책의

근거(Grundlagen

der

Rechtserzeugung

und

Rechtspolitik)
G. F. Schuppert가 담당하였다.
가. 전공선택과목
이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았다.
3) 2007년 여름학기(2007.4.16.-2007.7.21.)76)
75) http://www.rewi.hu-berlin.de/sp/kvv/archiv/2006w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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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공필수과목
여름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고, 겨울학기에만 개설된다.
나. 전공선택과목
가) 유럽연합에서 거버넌스와 입법(Governance und Rechtsetz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K. Meßerschmidt가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유럽연합에서의 입법과 현대의 거버
넌스형태의 배경을 바탕으로 각 국가에의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유럽연합
의 여러 분야에서의 일차법적 근거, ‘보다 나은 입법’의 재정비프로그램, 유럽 위임
입법 시행시의 특수한 문제와 입법의 사례들을 다룬다. 최근의 사례로 2006년 말
에 만들어진 유럽 화학제품관련법의 개정안(REACH)과 소위 Aarhus-Prozess(환경
정보, 공공분담과 소송법)에 대해 다룬다. REACH 입법의 굉장히 복잡한 사항과 관
련하여 그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재는
① Benz(Hg.), 『거버넌스: 다양한 규율시스템 하에서의 규제(Governance–
Regieren in komplexen Regelsystemen)』, Wiesbaden, 2004
②

Jans/v.d.Heide,

『유럽환경법(Europäisches

Umweltrecht)』,

Groningen

2003
③ Knill, 『유럽환경정책, 세금의 문제와, 여러분야에서의 규제(Europäische
Umweltpolitik.

Steuerungsprobleme

und

Regulierungsmuster

im

Mehrebenensystem)』, Opladen, 2003
④ Renda,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n the EU)』, Brüssel,
2006
⑤ Schuppert, 『유럽학(Europawissenschaft)』, Baden-baden, 2005 등이다.
나) 의회법(Parlamentsrecht)
H. Hofmann이 담당하였다. 강의내용은 독일과 유럽의 의회와 관련한 법을 다룬다.
4) 2007/8년 겨울학기(2007.10.15.-2008.2.16.)77)

76) http://www.rewi.hu-berlin.de/sp/kvv/archiv/2007ss 참고.
77) http://www.rewi.hu-berlin.de/sp/kvv/archiv/2007w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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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공필수과목
가) 입법실무(Praktische Übungen in der Gesetzesgestaltung)
T. Brandner가 담당하였다.
나) 입법학(Gesetzgebungslehre)
M. Rossi가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법학적 관점에서 본 입법 및 전통적 입법학
을 다룬다. 중점분야는 ‘보다 나은 입법’과 관련된 배경 및 논의에 있어 유럽을 배
경으로 한 법의 제정과 국가적인 입법이다. 환경법률의 계획에 관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이 수업을 마무리 진다. 이 수업은 세미나와 콜로키움 형태로 진행된다.
교재는
① Hill, 『입법학입문(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② Schneider, 『입법(Gesetzgebung)』
③ Schreckenberger, 『입법학(Gesetzgebungslehre)』 등이다.
다) 입법기술론(Gesetzgebungstechnik: Rechtsgestaltung und Justiz)
K. Meßerschmidt가 담당하였다.
라) 입법과 법정책 입문(Grundlagen der Rechtserzeugung und Rechtspolitik)
G. F. Schuppert가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법의 제정(특히 입법)의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에 관해 다룬다. 그와 더불어 공동으로 이뤄지는 법의 제정 형태와 관
련하여 토론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인 입법의 침식을 다룬다. 또한 보장국가의
과세방식와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간의 시스템이 글로벌화되면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
통합되는 입법화 과정을 살펴본다.
교재는
① P. Blum,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하여(Wege zu besserer Gesetzgebung:
sachverständige

Beratung,

Begründung,

Folgeabschätzung

und

Wirkungskontrolle)』, München: C.H.Beck Verlag, 2004
② Ortlieb Fliedner,

현대적인 국가- 현대적인 입법?(Moderner

Staat

-

moderne Gesetzgebung)? , 2004, www.fes.de digitale Biblioth
③ H. Schultze-Fielitz, 더 나은 입법을 위한 길과 돌아가는 길 혹은 난해한 길
(Wege, Umwege oder Holzwege zur besserer Gesetzgebung?), JZ 2004,
86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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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F. Schuppert,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 ZG, Sonderheft 2003
⑤ B.Zangl/M.Zürn, Verrechtlichung -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토대(Baustein
für Global Governance), Bonn, 2004이다.
가. 전공선택과목
가) 의회법(Parlamentsrecht)
H. Hofmann이 담당하였다.
나) 평등정책의 적용 사례(Angewandte Gleichstellungspolitiken)
S. Baer가 담당하였다.
다) 최신 헌법문제에 관한 세미나(Seminar zu aktuellen verfassungsrechtlichen
Fragen)
H. Meyer와 J. Becker가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5) 2008년 여름학기(2008.4.14.-2008.7.18.)78)
가. 전공필수과목
여름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고, 겨울학기에만 개설된다.
나. 전공선택과목
가) Zum Projekt eines Umweltgesetzbuchs
M. Kloepfer가 담당하였다. 강의내용은 환경법전(UGB)의 명문화과정은 이미
30년이상 진행되어 왔다. 현재 UGB는 2008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세미
나에서는 UGB의 내용을 입법기술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UGB에 들어가 있는지 또한 살핀다. 이 세미나는 ‘국가와 행정’분야 혹은 ‘법의 제
정과 법정책’의 중점과목에 해당된다.
교재는 연방환경청의 보고자료(Referentenentwurf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이며 이곳을 참조하면 된다.
78) http://www.rewi.hu-berlin.de/sp/kvv/archiv/2008s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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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mu.de/umweltgesetzbuch/downloads/doc/40448.php
나) 국교법(國敎法)의 형성(Gestaltungsaufgaben im Staatskirchenrecht)
H. Hofmann이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종교의 교리상의 기본권적 시스템과 함께
독일과 유럽의 국교의 발달과정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룬다. 특히 독일 헌법상 최
근의 종교문제를 다룬다. 일례로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에 관하여 입법적 관점과 판
례를 통해 이슬람의 종교수업의 도입, 사원의 건립문제, 또는 채권법상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종교적인 연대를 통한 공법상의 재단 혹은 사단의 재산문제와 유럽법
상에서의 종교 및 종교단체에 대해 살펴본다.
교재는 홈페이지(WWW-Seite:http://baer.rewi.hu-berlin.de/)에서 찾을 수 있다.
다) 차별금지법(Antidiskriminierungsrecht)
S. Baer가 담당하였다. 국제적으로, 유럽법 혹은 국내나 지역에서 규정하는 많은
법에서 ‘차별금지법(혹은 ADR)’에 반하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
별’이란 젠더, 출신, 외모, 문화적인 근본, 언어, 장애, 종교, 세계관 등에 따라 차등
을 두고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강의는 유럽에서의 차별금지법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법정책학적 문제들에 대하여 주요 사례들과 근본적인 이론적 질
문들을 던져보겠다. 또한 이에 더하여 차별금지법의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문
제’, 중점적인 내용, 법의 실현 및 가설의 분석 그리고 법적인 관점 및 젠더연구와
맞물려 법학연구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을 살펴본다.
라)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과 러시아의 연방주의(Deutscher und russischer
Föderalismus im Vergleich)
A. Blankenagel이 담당하였다. 강의내용은 독일과 러시아의 연방주의를 비교한
것이다. 특히 2006년의 독일 연방제 개혁과 러시아 연방제의 시스템 변화를 염두
에 둔 강의이다. 이 강의는 동유럽법관련 학점 인증을 해주며(학점 인증은 교수홈페
이지 참조) 필기시험을 본다. 또한 이 인증 학점으로 에라스무스와 GDR학생들은
시험을 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

현실보고:

CEDAW를

사례로

본

시민사회를

통한

법의

형성

(Schattenberichterstattung: Rechtsgestaltung durch die Zivilgesellschaft am
Beispiel der CEDAW)
S. Baer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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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대 법제정론 입문(Grundzüge einer modernen Rechtssetzungslehre)
G. F. Schuppert가 담당하였다. 교재는 Gunnar Folke Schuppert, 『국가론
(Staatswissenschaft)』, 2003, S. 499 ff이다.
사) 입법실무(Gesetzgebung in der Praxis - die Justiz als Akteur)
S. Lejeune가 담당하였다.
아) 공법영역의 사법상문제에 관한 최신 입법테마(Aktuelle Gesetzgebungsthemen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rechtlichen Gerichtsbarkeit)
C. Steinbeiß-Winkelmann이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최근 연방법무부의 업적을
사례와 관련하여 입법절차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강의에서는 ‘행정사법, 재
정사법, 사회사법절차’에 대해 다룬다. 법은 연방의회가 통과시키는데, 법률안의 제
정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에서 이뤄진다. 그 밖에 증가하고 있는 유럽법에서 나온 법
안의 위임입법, 유럽인권법위원회의 법안 일부 또한 다뤄지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
결 또한 다루게 된다. 정부입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연방의회에서는 어떻게 통과
가 되는지, 입법안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자) 의회법(Parlamentsrecht)
T. Brandner가 담당하였다.
6) 2008/9년 겨울학기(2008.10.13.-2009.2.14.)79)
가. 전공필수과목
가)

법제정(法制定)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요인:

법의

경계(Soziale,

öokonomische, kulturelle und politische Dimensionen der Rechtssetzung Grenzen des Rechts)
S. Baer가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입법의 현상
들을 다룬다. 그 밖에도 법사회학, 정치학, 법경제학적 분석, 법철학 및 법학의 문화
학적 측면과 관련한 연관성을 살펴본다. 이 강의의 목표는 수강자가 주요 성향들(예
79) http://www.rewi.hu-berlin.de/doc/sp/Stundenplan_WS_2008_2009.pdf, 35-3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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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재정, 거버넌스, 상징적 입법, 법률결과예측(Gesetzesfolgenabschäzung),
평가(Evaluation), 분석)을 이해하고, 입법절차를 스스로 다양한 분야에 맞춰 분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입법학, 입법기술론, 입법평가(Gesetzgebungslehre, Gesetzgebungstechnik,
Gesetzesfolgenabschäzung)
K. Meßerschmidt가 담당하였다.
다) 다양한 시스템하의 입법(Rechtsetzung im Mehrebenensystem)
H. Hofmann이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연방제인 독일과, 각 국가의 연대인 유럽
에서의 법률, 명령, 지침을 통한 입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연방독일공화국은 주차원,
연방차원의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며, 연방차원의 입법의 경우 복잡한 법의 제정
방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국가의 연장선상인’ 꼬뮌, 이익단체, 연방과 주간의 연
대 또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으로 기능하며, 그 밖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의회와 위원회 등의 입법 등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각 국가별로 시행
의무를 지니는 유럽지침(위임입법)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입법프로젝트는
법의 제정안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많은 법의 제정방식들의 방법론, 구조론, 메카니
즘을 알아내고, 비판적으로 비춰본 다음, 연방적 관점과 유럽의 관점에서 본 법제정
의 변화를 법정책학적으로 살펴본다.
라) 입법과 법정책의 근본문제(Grundlagen der Rechtserzeugung und Rechtspolitik)
T. Brandner가 담당하였다.
나. 전공선택과목
가) 법의 운명- 법원에 의한 법의 수호에 관한 입법의 구체적 사례(Schicksal
von Gesetzen - an konkreten Beispielen von Gesetzgebung zum Rechtschutz
vor Gericht)
C. Steinbeiß-Winkelmann이 담당하였다. 이 강의는 최근 연방법무부의 업적을
사례와 관련하여 입법절차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강의에서는 ‘행정사법,
재정사법, 사회사법절차’에 대해 다룬다. 법은 연방의회가 통과시키는데, 법률안의
제정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에서 이뤄진다. 그 밖에 증가하고 있는 유럽법에서 나온
법안의 위임입법, 유럽인권법위원회의 법안 일부 또한 다뤄지고, 연방헌법제판소의

제5장 외국에서의 입법학 교육 실태분석 ∥

181

판결 또한 다루게 된다. 정부입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연방의회에서는 어떻게 통
과가 되는지, 입법안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80)
나) 연방주의개혁 II(Föeralismusreform II)
U. Battis와 H. Hofmann이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연방국가체계의 현대화과정은
‘연방주의위원회 II’와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연방주의위원회 I’의 역할로 연
방과 주간의 업무분담과 권력분담이 새로이 정비된 바, 지금 현재 연방과 주간의
재정분배와 행정적 협동업무가 재고되었다. 두 번째 재정비단계에서 하나는 재정적
의무와 더불어 재정헌법(Finanzverfassung)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 차
원의 행정협력에 있어 쇄신과 연방의 쇄신에 관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
헌법상 부채금지, 재정정책상 우선경고시스템과 안정성, 재정행정의 최적화, 주의
과세에

관한

주권,

주간

합병의

단순화,

표준공개모델,

입법의

기본원칙법

(Gesetzgebungsgrundsäzegesetz), 수평적·수직적 행정통합, 벤치마킹에 관한 헌법
상 선택권 내지는 사법부의 재편성에 관하여 토론할 것이다. 이 세미나는 이번학기
에 우선 학생들이 이들 테마에 관하여 판단하고, 국가적인 현대화 테마의 헌법정책
적으로 심도 있는 수업을 다음 여름학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 최근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Seminar zu aktuellen verfassung
srechtlichen Fragen)
J. Becker와 H. Meyer가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2)

슈파이어공행정연구소

(Deutschen

Hochschule

für

Verwaltung

swissenschaften Speyer)
슈파이어공행정연구소는 2001년부터 잔 지코프(Jan Ziekow) 교수가 소장으로
있다. 2009/2010년 겨울학기 강좌 중 힐(Hermann Hill) 교수가

재정위기에서의

보다 나은 입법(Bessere Rechtsetzung vor dem Hintergrund der Finanzkrise)
강좌에서 입법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81)
경제적 재정적인 위기상황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의 사업(Handel)과 안
(Bild)을 바꿀 것이다. 높은 부채와 세금을 통한 국가의 재정적 수입의 감소 및 그
에 따라 발생되는 건강, 근로, 노후보장시스템의 긴급 상황은 국가적 사업의 영역을
매우 축소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입법과 행정정책으로 사인의 혹은 기업의 자유
80) 2008년 여름학기의 공법영역의 사법상문제에 관한 최신 입법테마(Aktuelle Gesetzgebungsthemen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rechtlichen
Gerichtsbarkeit) 와
강의내용이
동일하다.
C.
Steinbeiß-Winkelmann가 강좌명만 다를 뿐 강의내용은 동일하게 다룬 것 같다.
81) http://www.dhv-speyer.de/Studium/vvdbdetail.asp?typ=S&ziffer=202&sem=2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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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개입을 하여 목적 달성을 하여야 하는데, 정보와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법론과 그 강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더 나은 입법과 재량
행위의 투명화(Bürokratieabbau)가 새로운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 강의에 참가
하는 학생들은 입법과 법의 집행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이해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역사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비교, 새로운 수단(Institutionen)의 분석뿐만 아니라 입
법과 법집행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최신의 방법론에 관하여 학습한다.
주요주제는
① 국가사업에 관한 재정적 위기에 따른 결과(Folgen der Finanzkrise für
staatliches Handeln)
② 좋은 입법의 발전과정(Entwicklungslinien einer guten Gesetzgebung)
③ 재량행위투명화의 유형(Ansätze zum Bürokratieabbau)
④

규범통제원의

활동에

관한

분석(Analyse

der

Tätigkeit

des

Normenkontrollrates)
⑤ 규제개혁유형에 관한 국제적 비교(Internationaler Vergleich von Regulatory
Reform-Ansätzen)
⑥ 유럽연합의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새로운 방법(Neuere Ansätze zur
Besseren Rechtsetz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⑦ 법률결과예측(입법평가: Gesetzesfolgenabschätzung)
⑧

현명한

규제,

특히

수범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Smart

Regulation,

insbesondere Einbeziehung der Adressaten)
⑨ 영국의 전문적이고 보다 나은 정책과정(Professional/Better Policy Making
in Großbritannien)
⑩ 처리모델로서의 법 - 입법, 법의 집행과 법적제제의 통합적 조항(Recht als
Geschäftsmodell ‑ Integrierter Ansatz von Rechtsetzung, Rechtsvollzug und
Rechtskontrolle)
⑪ 표준비용모델의 시행(Umsetzung des Standard-Kosten-Modells)
⑫ 규제비용의 산출(Ermittlung materieller Regulierungskosten)
⑬ 주별 상이한 법률과 집행법률(Abweichungs- und Vollzugsgesetze der
Länder)
⑭ 전문 감독과 관련된 법의 집행에 있어 리스크 운영(Risk Management im
Gesetzesvollzug einschließlich Fachaufsicht)
⑮ 최종적인 규제기술론(Finale Regelungstechniken (Schutzniveaus, Service
Level, Regelbeispiele)
⑯ 법적 규제에의 대안(예를 들어, 자치규정)(Alternativen zur gesetzlichen
Regelung (z. B. Selbstregulierung))
⑰ 기업에서의 윤리경영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e in Unte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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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EU업무관련 지침을 통한 재량행위투명화(탈규제화)(Bürokratieabbau durch
die EU-Dienstleistungsrichtlinie)
⑲ 일반 시민을 위한 재량행위투명화(Bürokratieabbau gegenüber dem Bürger)
⑳

행정과

코뮌을

위한

재량행위투명화(Bürokratieabbau

innerhalb

der

Verwaltung sowie gegenüber Kommunen)
21) 입법의 지속적인 조사(Nachhaltigkeitsprüfung in der Gesetzgebung)
22) 전자 입법(Elektronische Rechtsetzung)이다.
주교재는
① Hill, 새로운 규제를 위한 보다 나은 규제의 처리 모델로서의 법(Recht als
Geschäftsmodell Von Better Regulation zu New Regulation), DÖV 2007, 809,
② Schröter/von Maravic/Röber, 탈규제화의 요구: 규제문화, 행정, 운영에서의
요청(Wider den Entbürokratisierungszwang: Anforderungen an eine flexible
Regelungskultur, Verwaltung und Management) 2008, 235이다.
2. 강의교재
(1) Ulrich Karpen, 『Gesetzgebungslehre - neu evaluiert Legistics freshly evaluated』, Baden-Baden: Nomos Verlag, 2006
Ulrich

Karpen,

『Gesetzgebungs-,

Rechtsprechungslehre:

Beiträge

Verwaltungs-

zur

Entwicklung

und
einer

Regelungstheorie』, Nomos Verlag, 1989
(2)

Hans

Schneider,

『Gesetzgebung.

Ein

Lehr-

und

Handbuch』,

Heidelberg: C.F. Müller Verlag, 2002
(3) Hermann Butzer, 『Gesetzgebungslehre - neu evaluiert - Legistics freshly evaluated』, Nomos Verlag, 2006
(4) Nancy Kunze, 『Gesetzgebungslehre(Broschüre)』, GRIN Verlag, 2002
(5)

Olaf

Gericke,

Verrechtlichung:

『Möglichkeiten
Eine

und

kritische

Grenzen

Analyse

eines

von

Abbaus

der

Gesetzgebung

und

Gesetzgebungslehre』, Shaker Verlag, 2004
(6) Waldemar Schreckenberger/Detlef Merten(hrsg.), 『Grundfragen der
Gesetzgebungslehre:

Aktualisierte

Gesetzgebungslehre(1996)

an

Vortrage

der

eines

Deutschen

Seminars

zur

Hochschule

fu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Berlin: Duncker & Humblot,
2000
(7) Hermann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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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교재의 목차
(1) Peter Noll, 『Gesetzgebungslehr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197382)
1. 법학의 한 분야로서의 입법학(Gegetzgebungslehre als Juristische Disziplin)
2. 국가조정기능시스템하의 입법(Gegetzgebung im system der Staatlichen
Steuerungsfunktionen)
3. 입법방법(Methode der Gegetzgebung)
4. 입법기술(Technik der Gegetzgebung)
5. 연습문제(Übungsaufgaben)

(2) Ulrich Karpen(hrsg.), 『Gesetzgebungslehre - neu evaluiert Legistics freshly evaluated』, Baden-Baden: Nomos Verlag, 2006
1.

유럽에서의

입법학

현황:

1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Zum

Stand

der

Gegetzgebungswissenschaft in Europa 12 Thesen)
2. 보다 못한 법률과 보다 나은 법률(Weniger und bessere Gesetze Voraussetzung der Entbürokratisierung)
3.

독일

연방의회의

입법기(2002-2005)

조사(Eine

Legislatur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wird besichtigt(2002-2005))
4. 수출품으로서의 기본법(Das Grundgesetz als 《Exportartikel》 Warum sich
andere Länder für das Grundgesetz interessieren)
5.

유럽연합의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z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6. 유럽의 입법연구 현황: 1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On the State of Legislation
Studies in Europe 12 Theses)
7. 입안과 입법과정(Law Drafting and Legislative Process - Outline of a
Training Course for Law Drafters)
8.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실행하는 법률의 효과를 평가할 의무(The obligation to
evaluate the effects of laws on the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9. 효율적인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토대(Institutional Framework for an
effici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10. 유럽의 입법평가 수행모델과 경향(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Europe: Current Models and Trends)

82) 놀(Peter Noll)은 스위스 법학자이지만, 그의 입법학이 독일 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내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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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ns

Schneider,

『Gesetzgebung.

Ein

Lehr-

und

Handbuch』,

Heidelberg: C.F. Müller Verlag, 2002
(4) Waldemar Schreckenberger/Detlef Merten(hrsg.), 『Grundfragen der
Gesetzgebungslehre:

Aktualisierte

Gesetzgebungslehre(1996)

an

Vorträge
der

eines

Deutschen

Seminars

zur

Hochschule

fu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Berlin: Duncker & Humblot, 2000
1. Ulrich Karpen, Zum Stand der Gegetzgebungswissenschaft in Europa

2. Wolfgang Zeh, Impulse und Initiativen zur Gegetzgebung
3. Volker Busse, Gegetzgebungsarbeit der Bundesregierung - Politik und
Planung
4. Klaus Mudersbach, Methoden zur Herstellung von Gesetzestexten
5. Heino Garrn, Das Problem der Gegetzesbestimmtheit und die Bedeutung
einer allgemeinen juristischen Begründungstheorie
6. Wolfgang Bayer, Probleme der Gesetzesanwendung mit Beispielen aus
der verwaltungsrichterlichen Praxis
7. Carl Böhret, Gesetzesfolgenabschäzung(GFA): Modisch oder hilfreich?

(5) Hermann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4. 독일 입법학 교육의 경향과 시사점
입법학이 법학에서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독
일 법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입법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입법학회의 외적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입법학회(Deutsch Gesellschaft für
Gesetzgebung, DGG)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도 대부
분 공법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입법실무 및 입법관련 이익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
람들이 대부분이며, 입법학을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분야로서 연구하고 있는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입법학 관련 세미나 등이 개설되는 경우가 적으며, 개설된 과목도 수강생의 부족으
로 인하여 폐강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최근에 입법학회 회원 수가 점차 감소
(2006년 현재 약 240여명으로 10년간 100여명이 감소하였음)하고 있다.83) 이러한
독일의 입법학회, 입법학 교육 등의 경향으로 인하여 독일의 주요대학에 대상으로
83) 최윤철, 독일 입법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입법학연구 제3집, 2006,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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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강좌개설 정도를 조사하였으나, 훔볼트대학교나 슈파이어공행정연구소를 제
외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입법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입법학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내용과 최근에 발간되는 입법
학 관련 서적의 내용은 입법학이론 보다 입법방법, 입법기술, 입법평가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좋은 법률(gut Gesetzgebung)

Rechtsetzung)

내지

보다 나은 입법(bessere

을 위하여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zung)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발간되
는 입법학 관련 서적의 대부분도 입법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1) Ingo Unkelbach,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auf Landesebene , Aachen: Shaker Verlag, 1998
(2) Bundesministerium des Innern(BMI),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Leitfaden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 , Berlin, 2000
(3)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GFA):

Gesetze,

Verordnungen,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Verwaltungsvorschriften ,

Baden-Baden:

Nomos Verlag, 2001
(4) Ulrich Karpen(ed.),

Evaluation of Legislation(Proceedings of the Fourth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Legislation(EAL) in Warsaw(Poland),
June 15-16, 2000), Baden-Baden: Nomos Verlag, 2002
(5)

Carl

Böhret/Götz

Assessment(RAI)/Leitfaden

Konzendorf,
zur

Guidelines

on

Regulatory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 ,

Impact
Speyer:

Forschungsinstitut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bei der Deutschen Hochschule
fü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2004 등이다.

Ⅲ. 스위스에서의 입법학 교육
1. 서론
입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라
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의 입법학 연구성과는 Peter Noll에 힘입은 바 있
는데, Peter Noll은 입법학 분야의 개척자이자 유럽입법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인물이다.84) 1969년부터 스위스 취리히대학에서 형사법과 함께 입
법학을 연구·강의하였고85), 1973년에 입법학(Gesetzgebungslehre)86)이라고 하는
84) 한상희, 입법학 : 우리의 과제와 방향, 입법학연구, 창간호, 2000, 18면.
85) Noll Peter, Gesetzgebungslehre, rororo, 1973,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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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어떻게 하
면 법령에 의하여 사회현실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입법
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 올바른 법의 정립, 바람직한 사회상태의 실현이라는 입법학
의 기본구상을 전개하여 입법이론,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유럽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도 1960년대에서부터 법규범의 홍수현
상으로 인하여 법려의 조문이 난해해 지고 법령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점이 학계 및 실무계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되었
다.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연방차원에서 구성된 실무그룹으로 입법평가 실무위원회
가 연방법무부 내에 구성되어 1991년에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입법의 효율성과 합법성 및 정당성의 강화를 제도적 방안
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995년에는 연방내각의 국가정치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전문가위원회가 연방의회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조속히 실행
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
부터 발효된 스위스 연방헌법 제170조에는 “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각종 조치들
의 실효성을 심사하는데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스위스
에서는 입법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정책의 평가가 중요한 국가임무의 하나로 시행되
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실무에서의 제도변경은 법학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학
입법학 과목에도 반영되어, 대학에서도 입법평가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대학에서의 입법학 연구와 강의
스위스의 입법학연구는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특히 제네바대학과 취리히대학의 입법학연구 및 교육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취리히 대학에서도 2001년부터 본격적인 입법학연구를 위하여 입법
학연구센터(Zentrum fuer Rechtssetzungslehre)를 개설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취리히대학의 입법학연구센터에서는 특히 다음 다섯 가지의 연구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입법작업에 있어서의 상담 (입법준비, 방법, 절차 등)
* 법령의 초안작성
* 법령초안의 편집·수정
* 법령해설 작성에 있어서의 조언 (보고, 지시)
* 법령초안의 규범적합성과 입법기술적합성에 관한 심사

86) 입법학(Gesetzgebungslehre)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장의 구성은 ‘I. 법학교육으로서의 입법학
II. 국가유도기능 체계에서의 입법 III. 입법의 방법 IV. 입법의 기술 V. 연습과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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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입법학연구센터는 전문화된 영역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전문분야의 특별한 요청에도 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한 법령초안에
대한 공청회나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기초의 마련을 위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스위스에서는 Kanton)의 정책구상을 실현하는 방안도 연구
의 대상이 될 수 있다.87)
취리히대학의 입법학 강의는 스위스의 여러 대학 중에서도 역사가 깊으며, 공법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취리히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입법
학 과목의 목표 및 강의 내용이다.
1) Grundlagenseminar I: Rechtsetzungsmethodik (기본 세미나 I : 법제방법론)
Zielsetzung

und

Teilnehmerinnen

Inhalt
und

(목표

및

Teilnehmer

내용)
in

:

Das

die

Seminar

Lage

soll

die

versetzen,

an

Rechtsetzungsprojekten selbständig und substanziell mitzuwirken. Sie sollen
dafür

sensibilisiert

werden,

mit

welcher

Methodik

sie

ein

Rechtsetzungsprojekt angehen können und welche Fragen sich dabei stellen.
Es wird aufgezeigt, wie eine Problematik, die zur Rechtsetzung Anlass gibt,
einer

methodischen

Schwerpunkt

ist

der

Analyse
Phase

zugeführt
der

werden

Erarbeitung

kann.

eines

Ein

weiterer

Regelungskonzepts

gewidmet. Zur Sprache kommen ausserdem die Instrumente zur Überprüfung
von Erlassentwürfen sowie die Wirkungsprüfung. Die Formulierung von
Normtexten wird im Grundlagenseminar II behandelt. (이 세미나는 법제실무를
스스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표로 함. 세미나의
우선적 목표는 법제실무에 어떠한 방법 즉, 어떠한 방법론적 분석이 사용되어질 것
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음으로 중요한 강의의 중점은 입법구상과 관련되는
것임. 입안된 법안초안에 대한 심사기준과 효과심사도 다루게 됨. 법령문안의 작성
은 기본 세미나 II에서 다루어짐)
Zielpublikum (강의대상) : Dieses Seminar richtet sich an Personen, die sich
im öffentlichen Sektor oder in der Privatwirtschaft mit der Erarbeitung oder
Umsetzung von Rechtsnormen befassen.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 법규범을
마련하거나 작업하여야 하는 사람을 강의대상으로 함)
Kurssprache (사용언어) : Deutsch (독일어)

87) http://www.rwi.uzh.ch/oe/ZfR/dienstleistungen.html 2009. 11. 2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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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ächste Veranstaltung (다음 강의개설) : Das nächste Grundlagenseminar I
zur Rechtsetzungsmethodik findet vom 22. - 24. April 2010 in Murten statt.
(2010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설됨)
2) Grundlagenseminar II: Gesetzesredaktion (기본 세미나 II : 법령편집론)
Zielsetzung

(목표)

:

Die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sollen

ihr

Bewusstsein für die redaktionelle Seite der Gesetzgebung weiterentwickeln
und ihre Fähigkeiten verbessern, Normtexte im Sinne der Verständlichkeit zu
optimieren.

Sie

lernen,

Schwächen

in

Erlassen

zu

erkennen

und

zu

beseitigen. Insbesondere lernen sie wichtige redaktionelle Faustregeln, gute
Formulierungen für häufige und problematische Normtypen sowie Hilfsmittel
für die Gesetzesredaktion kennen und anwenden. (수강생은 법령의 문안을 작
성하고, 법령의 이해가능성을 최적화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심화교육이 진행됨. 초안
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게 됨. 법령작성의 중요한 기본
규칙, 좋은 입안사례, 문제점이 있는 법령작성사례, 법령편집을 위한 지침 등을 인
식하고 적용함)
Inhalt des Seminars (세미나의 내용) : Recht kann nur dann umgesetzt und
befolgt werden, wenn es verstanden wird. Aber verstanden von wem? Und
was heisst Verständlichkeit genau? Wie lässt sie sich fördern und was steht
ihr im Weg? Mit diesen und verwandten Fragen befasst sich das Seminar. In
Referaten, vor allem aber in Übungen und Diskussionen behandelt es eine
Reihe

von

Aspekten

der

Verständlichkeit,

so

auch

die

immer

wiederkehrenden neuralgischen Normtypen und deren sprachliches Kleid
sowie Auswirkungen der Systematik von Erlassen auf deren Verständlichkeit.
(법률은 이해가 되어야만 적용이 쉽고 준수될 수 있음. 그러나 누구에게 이해가 되
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해가능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해가능성을 어떻게 증진
시키는가? 이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됨. 연습과 토론에서는 법령의
이해가능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법령유형과 법령용어, 공포체계 등이 다루어짐)
Zielpublikum

(강의대상)

:

Dieses

Redaktionsseminar

richtet

sich

an

Personen, die sich im öffentlichen Sektor oder in der Privatwirtschaft mit
der Erarbeitung oder Umsetzung von Rechtsnormen befassen. (공공분야 및 민
간분야에서 법규범을 마련하거나 작업하여야 하는 사람을 강의대상으로 함)
Kurssprache (사용언어) : Deutsch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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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ächste Veranstaltung (다음 강의개설) : Das nächste Grundlagenseminar II
zur Gesetzesredaktion findet vom 4. - 6. November 2009 in Murten statt.
(2010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설됨)
이러한 대학에서의 입법과목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법령초안의 작성에서부터 평
가와 법령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의회에서의 전 과정을 개괄하면서 입법기술
적 측면과 입법내용적 측면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입법학교육이 이론적인 면
에 치중하지 않고 입법실무적인 면에 비중을 두도록 과목이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
될 수 있다.
프라이부르그대학교와 제네바대학교에서는 입법학세미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다는데, 이 두 대학교의 입법학세미나는 연방법무성의 행정공무원이 참여하여 강의
를 진행하고 있다. 제네바대학은 입법학연구의 핵심인 입법방법론 강좌를 최초로
개설한 대학으로서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법발견연구, 입법기술연구 등
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입법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e-러닝 입법학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네바대학의
입법관련 교육과정에서는 입법학과 관련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18개월 동안 계속되며, 인터넷을 통한 e-러닝 교육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입법학 분야에서 유일한 e-러닝교육으로서 유명하다. 제네바대학의
오프라인에서의 입법학과목은 30년 이상 동안 선택과목으로서 유지되어 왔다. 루체
른대학에서도 2005년 이후에 법학 석사과정에 입법학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른대학에서도 최근부터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입법학 과목을 선택과목
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른 대학교의 공공관리연구센터에도 공공관리 석사
과정에 입법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88)

대학뿐만 아니라 스위스 정부에서도 1960년대부터 입법기술에 대한 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발전시키는 등 실무지향적 입법학의 구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
방내각처가 마련한 법안작성을 위한 방법론 및 입법기술적 규칙인 ‘연방정부 입법
기술 치침서(Die Gesetzestechnischen Richtlinie des Bundes : GTR)'과 연방법
무부(Bundesamt fuer Justiz)에서 발간한 입법방법론과 입법평가업무 전반에 관한
폭넓은 업무수행능력을 제시한 ’입법실무지침서(Gesetzgebungsleitfaden)‘는 입법
학연구에서는 물론이고 입법실무에서도 매우 유용한 저서로서 평가되고 있다.89) 연
방법무성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러한 입법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입법학교육은 주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시행되
고 있다. 주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입법학 교육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에 입법권
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스위스 권력구조상의 특징을 반영한, 실무공무원에 대한 입
88) Mader, Luzius,Stand und Perspektiven der Rechtsetzungslehre aus schweizerischer Sicht, S. 143ff.
89)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3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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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90)
이처럼 스위스 연방법무부에서는 입법학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및 입법학
관련 학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입법방법론 및 입법기술개발, 입법의 사전적·
사후적 평가, 법령용어의 개선 등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위
스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입법하는 직접민주제적인 입법과정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데 입법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는 입법의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연
구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 학계와 실무계가 교류를 통하
여 연구와 실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강의교재
입법학연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입법학연구가 어느 정도로 축적되어 있는가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

(Jurisprudence)에 대항하여 입법학(Legisprudence)은 입법실무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저서보다는 여러 공저자가 참여하는 공저
의 형태로 많이 출간되었다. 또한 연방법무부에서는 이론서가 아닌 입법실무가를
위한 실무지침서 성격의 형태로도 법제실무참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칸톤에서도
이러한 실무지침서의 형태로 법제실무참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입법학분야의 정기간행물은 1990년대 초반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입법학잡지
(LeGes - Gesetzgebung & Evaluation)가 있다. 이 잡지는 입법이론과 실무의 교
류를 통하여 입법학분야의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4. 스위스 입법학 교육의 시사점
스위스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입법학 이론과 실무의
협동과 결합이다. 먼저 대학에서 입법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입법작업에 있어서
의 상담 (입법준비, 방법, 절차 등), 법령의 초안 작성, 법령초안의 편집·수정, 법령
해설 작성에 있어서의 조언 (보고, 지시), 법령초안의 규범적합성과 입법기술적합성
에 관한 심사 등을 하며 이를 전수하고 있다. 제네바대학은 입법학연구의 핵심인
입법방법론 강좌를 최초로 개설한 대학으로서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법
발견연구, 입법기술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입법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입법학이 단순히 이론적인 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무
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에서의 입법학 강의도 상당히 실무적이 성격이 강하여 법제방법론, 법령편집
론 등의

강좌명으로 강의가 행하여지고, 입법학세미나는 연방법무성의 행정공무원

90) Mader, Luzius, a.a.O.,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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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등 실무자의 참여가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e-러닝 입법학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타 정규 학생외의 사람들을 대
상으로도 입법학이 강의되고 있다. 특히, 제네바대학의 입법관련 교육과정에서는 입
법학과 관련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는 스위스의 예를 참조하여 대학에서
입법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입법작업에 관한 상당이나 입법기술등도 교육하는
등 단순히 이론적이 면에 머물지 아니하고 실무를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좌에 있어서도 실무적인 성격의 강좌를 두고 이 강좌는 대학이 아닌 국회나 법제
처 등 입법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정규 학생이 아닌 실무자나 혹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입법학 강
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송이나 인터넷 혹은 IT TV등
을 이용한 입법학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합격한 자에게 자

격증을 수여하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Ⅳ. 일본에서의 입법학 교육
1. 서론
일본에서 법학은 주로 법해석학을 의미하였으며 입법학은 학문적인 연구가 매우
뒤늦었다.91) 주로 수입법학에 의존하였던 일본 법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로 하
여 제정된 입법에 대하여 외국의 해석을 참고로 하여 해석하는 작업을 주로 진행하
였다.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입법이 희소하였기 때문으로

입법학의 필요성이나 중

요성이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과학적 인식에 근거한 입법학
이 발생하지 못한 것은 천황제 하에서의 법치주의의 불완전성, 천황의 통치대권의
협찬기관으로서의 제국의회의 종속성, 천황제관료에 의한 행정의 우월성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92) “입법이 국민위에 위치하는 권위적 지배자에 독점되어 법학은 단순
히 주어진 법규범을 해석적용하는 시녀적인 역할에 시종한 결과”로 진정한 국민주
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입법학은 발전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93)
일본에서 진정한 입법학은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후 末弘嚴太郎 박사가 1946년
쓴 ‘입법학에 관한 다소의 고찰 -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가 과학으로서의 입법학
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비로소 출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 들
어와서는 입법학연구의 필요에 대하여 광범한 호응이 있었고 입법학의 기본적 체계
91) 물론 명치23년 穂積陳重 의 ‘법전론’을 입법학의 고전이라고 하고 이를 일본 입법학의 출발점으로 보는 견
해도 있다.
92) 中村喜美郎, 일본에 있어서 입법학연구의 동향과 시점, 군마대학 사회정보학부 연구논집, 창간호, 1995, 268
면 참조.
93) 박영도, 앞의 책, 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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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색하는 작업이 있었다. 1955년 체제가 성립된 후 입법의 민주화, 합리화의 문
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정의로운 입법과 국민참여 입법 등이 논의되었다. 1960
년대에 와서는 비교법적인 입장에서 입법학이 연구되고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철학적, 법사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실무적 차원에서 입법
기술 등에 관한 많은 작업이 행하여졌다. 소화 30년의 ‘예해 입법기술’ 소화 38년
의 ‘입법의 기술과 이론’등 많은 실무서가 출간되었다. 특히 내각법제국과 양원법제
국에서 입법실무에 관한 행정관료를 위한 작업이 있었다. 1970대에 와서는 입법학
연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법률제정절차론, 입법기술론, 입법작용론,
법형성론 등을 연구하고, 연구방법도 정치학적 접근방법, 시스템분석, 규범과학적
방법, 입법주체론적 접근방법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소개되고 논의되었다. 1980년
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입법과정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지는 입법학으로서 법정책
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되었다. 그리고 자민당 정권의 쇠퇴로 인하여 입법
학에 있어서 정치학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활발하였다.
일본에서 입법학은 입법이라는 실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실용법학으로 파악하려는 견해와 입법에 관한 보편적인 법원칙을 발견하
고 입법 및 법구상에 대한 방법론을 탐구하는 이론법학 역시 실용적 측면과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는 양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입법학은 우리나라의

법제처에 상당하는 법제기구인 내각법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담당 실무자에 의
한 실무적 입법기술 등은 상당한 정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보편적인 입법학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정하여졌다고 할 수 없
고 연구방법 역시 아직은 확고히 정립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입법학은 로스쿨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급속히 학문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또 민주화와 사회의 개혁 분위기로 인하여 사회를 개혁하고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실용법학으로서 급속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일본에서 대학을 제외하고 입법교육을 하는 기관은 내각법제국과 의회법제국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유사한 기구이다. 내각법제
국은 내각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행하고 내각의 입장에서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이다. 일본에서도 정부입법이 의원
입법 보다도 더욱 일반적이고 정부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
부입법은 내각법제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가능하다. 내각법제국은 입법에 관한
전문실무서적인 법령심사사무제요를 1976/1977년에 발간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일본에 있어서 입법학은 서구의 입법학을 소개하기 보다는 일본 고유의
입법조직이나 입법절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여 일본 고유의 입법학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가 모두 상당히 발달하고 있지만 특히 이론
적인 측면에서 더욱 성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인 작업은 입법기술
등에서 이미 기초적인 성과를 얻은 후 현실적응성과 효용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로스쿨의 시행결과가 입법학의 확대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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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로스쿨제도가 아직 수험법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교육과 강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와세다 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는 입법학 관련 강좌가 무려 10강좌나 제공되는 등
교육과 강의 부분에서도 일부 대학에서는 본격적인 체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
다.
2. 일본 대학에서의 입법교육
일본은 학부에 법과대학이 존속하고 로스쿨인 법학대학원은 물론 일반 대학원 법
학부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 일본에서 입법학은 일본 74개의 로
스쿨이 있은 대학을 조사한 결과 2009년도에 학부나 대학원에서 입법학관련 강좌
가 있는 대학은 1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법과대학이나 법학대학원이 아
닌 일반대학이나 일반 대학원에 개설되는 강좌도 일부 포함되었다. 순수 법학대학
원에 개설되는 숫자는 사립대학 3개교, 국립대학 6개교로 9개 법학대학원에서 개설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강좌 이상 개설 대학교 숫자는 6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입법학 관련 강좌개설 수는 모두 31개로 조사되었다. 학부 및 일반대학원에 20개
강좌, 그리고 법학대학원에 11개 강좌가 개설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강좌가
실제로 개설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개설 강좌로소 강의 제목을
올리고 있으므로 일단 개설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인터넷 상으로 입법학,
입법과정론, 법정책, 입법정책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었다.
다만 입법학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강의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커
리큐럼의 내용을 살펴 볼 경우에는 대부분 선택과목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특이한 내용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는 무려 10강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입법
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과목은 법정책론1A, 법정책론1B, 법정책론2A,
법정책론2B, 법학연습(법정책론), 법정책학, 입법정책연습, 입법과정론(입법의 이해
촉진 프로그램), 법과 공공정책, 입법학 등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법학부
에서 5과목, 사회과학부에서 1과목, 대학원 공공경영 연구과에서 2과목, 대학원 법
무연구과에서 2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학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대충 2학점
인 것으로 보이고 수업은 각 과목에 따라 강의식, 토론식, 케이스 스터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법정책론은 2학기에 걸쳐서 개설되고 한 학기에
각 2강좌씩이며, 행정법학을 연구한 교수와 경제학을 연구한 교수가 각 1학기씩 가
르쳐 법정책의 작성과 결정이라는 하는 현상의 검토를 법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
점을 통해 보고 학제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의개요를 설명하
고 있다.
(1) 입법학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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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법학 교재로는 아래 책들이 있다.
* 大森政輔＝鎌田 薫編편 「입법학 강의」, 상사법무, 2006.
* 大山礼子 「국회학 입문( 제2판)」, 산세이도, 2003.
* 中島誠 「입법학〈신판〉」, 법률 문화사, 2007.
* 大石眞 「의회법」, 유비각, 2001.
* 中島誠 「입법학-서론 입법 과정론」(신판),법률 문화사, 2007.
* 山本庸幸 「실무 입법 기술」, 상사법무,

2006.

* 山本庸幸 「실무 입법 연습」, 상사법무, 2007.
* 岩井奉信 「입법 과정」, 동경대학 출판회, 1988.
일부의 경우에는 국회제도나 의회론에 대한 서적이나 헌법을 참고서로 소개하고
있었다.
(2) 수업시수
일본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2학점 2시간 강좌로 입법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
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2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이 경우 강의를 A, B로 나누
어 강의하고 강의자도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강의 시간은 15주에
걸쳐서 강의를 완결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2개 학기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각 5
주씩 이었다.
(3) 과목명
일본에 있어서 입법학 관련 강좌의 과목명은 입법학, 입법과정론, 입법정책론(법
정책론),입법정책연습, 법과 공공정책 등의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입법과정론
의 강의 내용은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입법절차, 입법조직 등에 대하여 주로 강의하
고 있으나, 입법정책론은 강의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 입헌주의나 의회주의 등
다양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편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법제사가 상당수의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법제사를 2학기
연속강의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양법제사 등 특별한 법제사 내용을 강의하
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는 주로 과거의 법제 내용을 탐구하는 내용이었다.
(4) 강의방법
강의방법은 전통적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다수이었으나 상당수의 경
우에 실습을 겸하고 있었다. 이는 입법과정이나 법정책학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강
의자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본 경우에는 입법에 대한 실습을 상당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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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었다.
특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강의자가 입법학에 관한
참고서 정도를 소개하고 강의자 나름대로 강의자료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
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강의는 강의식으로 전반부를 진행시키고 후반부는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게
하고 이를 서로 토론하는 방법을 채택하기고 하였다.
(5) 평가
학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는 다른 과목과는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주로 시
험에 비중을 주고 레포트나 평소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연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습의 내용을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
다.
(6) 강의내용
일본에 있어서 입법학의 구체적 내용은 법정책과의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과정을 강의하는 강좌에서는 입법의 의미와 법적 의의를 설명하고 의회, 내각
법제국, 정당과 같은 입법조직과 입안과정, 심의과정 등 입법절차를 강의하고 있다.
법정책을 강의하는 강좌에서는 법정책의 의미와 중요성, 법과 공공정책, 법과 경제,
구체적 기본권의 실현과 입법 등을 강의하고 있으나 이미 설명하였듯이 공통된 내
용을 추출이 쉽지는 않았다. 게임이론과 법 을 설명하거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7) 각 강좌의 커리큘럼
일본 각 대학의 입법학 관련 과목의 커리큘럼은 말미의 별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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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학의 입법 커리큘럼 개설수>>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국립대 23개

대학
大阪大学
岡山大学
香川大学・愛媛大学連合大学院
鹿児島大学
金沢大学
九州大学
京都大学
熊本大学
神戸大学
静岡大学
島根大学
信州大学
千葉大学
筑波大学
東京大学
東北大学
名古屋大学
1
新潟大学
広島大学
北海道大学
一橋大学
1
横浜国立大学
琉球大学
공립대(2개)
大阪市立大学
東京都立大学/首都大学東京
사립대 (49개)
愛知大学
愛知学院大学
青山学院大学
大阪学院大学
大宮法科大学院大学
学習院大学
神奈川大学
関西大学
関西学院大学
関東学院大学
京都産業大学
近畿大学
久留米大学
慶應義塾大学
甲南大学
神戸学院大学
國學院大學
-

198∥ 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대학원
1
1
1
-

타학과

No.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국립대 23개
駒澤大学
上智大学
駿河台大学
成蹊大学
西南学院大学
専修大学
創価大学
大東文化大学
中央大学
中京大学
桐蔭横浜大学
東海大学
同志社大学
東北学院大学
東洋大学
獨協大学
南山大学
日本大学
白鴎大学
姫路獨協大学
広島修道大学
福岡大学
法政大学
北海学園大学
明治大学
明治学院大学
名城大学
山梨学院大学
立教大学
立命館大学
龍谷大学
早稲田大学
총 74 개

대학
1
2
1
1
2
1
6
16

대학원
1
1
1
2
2
1
2
13

타학과

2
2

3. 일본의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 시사점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는 약 40년이 앞서 입법학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수의 입법학 서적이 출판되었고, 전문가도 이론이나 실무 양측면에서 많아 강의 가
능한 교수진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일부 대학이지만 상당수의 강좌가 개설되
고 있다. 학제간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강의되고 있다. 입법학이란 이름보다는 입법
과정이나 혹은 법정책학으로 소개되어 강의되고 있다.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
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를 강의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다만 일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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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이 기형적 형태가 되어 일본 법학교육이 수험법학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입법학 교육이 활발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로 하여 하루빨리 입법학에 대한 많은 전문서적을 발간
하여야 하고, 입법학에 대한 이론가나 실무가를 조사 발굴하여 대학에서 강의하도
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법학만이 아니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전문가와 학제적 강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법학전
문대학원도 앞으로 변호사자격 시험으로 인하여 입시 교육장할 위험이 상당수 있으
므로 입법학을 변호사자격 시험 선택과목으로 하여 그 교육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시험과목으로 되지 않으면 일본의 예에서처
럼 입법학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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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교토대학 공공정책대학원 2개 강좌
(1) 입법시스템 (http://www.sg.kyoto-u.ac.jp/ja/programme/courses/article/立
法システム)
교과서

없음. 단, 수업에서 참고자료를 배부한다.

참고서
· 大石 眞『헌법강의Ⅰ（제2판）』有斐閣、2009年
· 同『의회법』有斐閣、2001年
· 大森政輔＝鎌田 薫編『입법학강의』商事法務、2006年
· 大山礼子『국회학 입문（제2판）』三省堂、2003年
· 中島 誠『입법학〈신판〉』法律文化社、2007年
평가방법
· 성적평가는 과제연구발표의 내용, 레포트의 성적 및 평상시의 점수에 따른다.
특기사항 · 전반은 강의형식, 후반은 보고, 토론 방식을 취한다.
수업내용
국정과 국민,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등, 통치 구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를 전제로, 주로 국회 제정법을 염두에 두면서, 법률안이 각 부처에서의 원
안 작성으로부터 여당 심사·내각 법제국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에
서의 심사·수정,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의결에 이르는 입법의 본연의 자세나 의사 수
속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그 개요와 순서는 이하와 같다.
1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목적·내용·방법/참고 문헌 소개/수강상의 주의
2 현대 의회제의 기초
국정과 국민/국민과 의회/의회와 정부의 관계/현대적인 통치 기구 유형/의원내각제
3 국회의 조직과 구성
선거 제도/정당/양원제/국회의원
4 양 의원의 내부 구조
본회의/위원회/회파/보좌 기구
5 국회의 권한과 기능
국권의 최고 기관/헌법개정 제안권/입법권/예산 의정권/정부 통제권
6 입법 작용과 입법 수속
입법권과 입법 작용/법률안의 작성 과정/법률안의 심의·의결/양원간회부 수속
7 의사 수속과 의원 자율권
일사부재의의 원칙/회기 제도와 회기불계속/입법기의 도입 문제/의원 자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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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속의 과제와 전망
8 내각 제출 법안의 여러 문제--과제 연구(1)
9 의원 제출 법안의 여러 문제--과제 연구(2)
10 입법의 위임의 여러 문제--과제 연구(3)
11 예산 의결권의 여러 문제--과제 연구(4)
12 국회법과 의원 규칙의 관계--과제 연구(5)
13 사법 심사제와 입법 수속--과제 연구(6)
14 양원제와 선거 제도--과제 연구(7)

(2) 입법정책기술 立法政策・技術
(http://www.sg.kyoto-u.ac.jp/ja/programme/courses/article/立法政策・技術)
참고서
· 大石眞「의회법」（有斐閣）２００１年
· 中島誠「입법학-서론 입법과정론」（신판）（法律文化社）２００７年
· 山本庸幸「실무입법기술」商事法務 ２００６年
평가 방법
· 레포트를 원칙으로 강의에서의 법안작성 연습 내용을 고려한다.
수업내용
본 강의는, 법령의 제정 과정과 형식, 표현 방법 등의 기술적인 내용을 분석해,
정책을 법령화하는 경우의 법문 검토 방법의 기초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일본의 입법 과정의 특징을, 입법에 관계하는 기관(국회, 정당, 내각·행정
기관)의 실제적 활동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골조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원
제출 법률안과 내각 제출 법률안의 상위, 국회 심의의 과정, 수정안의 작성 과정 등
을 개관 한다.
그 후, 현실의 법률을 소재로 해, 일본의 법령의 체계와 용어법 등 정책의 법령화
에 대해 문제가 되는 논점을 고찰하면서, 법령의 쓰는 법·구성 등 입법 기술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실무적인 강의를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테마를 설정해 법안의 작성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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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홋카이도 대학｜법과 대학원｜ 1개 강좌
입법 과정론
개강 연도
2009년도
과목명
첨단·발전 프로그램 입법 과정론
단위수
선택·2단위
배당 연차
2·3년
담당 교원
岡田信弘
수업의 성격
위 프로그램에서는, 실무가에게 있어 실제로 필요하고, 혹은 향후 필요할 과목을
학습한다. 그런데, 광의의 「입법 과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입법 실무가에게 당연
히 필요할 것이나, 법률 실무가, 즉 법조에 있어서 향후 더욱 중요해 질것이라 생각
된다. 법률 해석을 할 때에, 입법자의 의사를 단서로 해야 하는 케이스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 사건에 대해도, 이른바 「입법 사실」에 관한
검토의 중요성이 일찍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나 「입법 사실」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 보다 정확한 모습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강
의는, 이러한 과제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수업의 내용
강의는, 크게 나누어 2개의 부분으로부터 구성된다. 「입법 제도」나 「입법 기
술」에 대해 고찰하는 부분과 좁은 의미에서의 「입법 과정」을 검토하는 부분이
다. 전자에서는, 입법의 수속이나 조직 등에 대한 검토와, 법문의 본연의 자세에 대
해 분석한다. 이것에 대해서 후자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입법의 사실 과정에 관한
실증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통치 기구의, 특히 정치 부문의 동
태적인 이해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과제로 하고 싶다.
수업의 방법
미리 교재 프린트를 배포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시킨다.
①우선 학생은, 강의 전에, 지정된 교과서 혹은 참고서를 참조하면서 프린트의 내
용을 검토해, 잘 이해할 수 없는 점을 파악해 둔다.
②강의에서는 프린트에 따라, 그 내용의 개략을 설명하지만, 적절성 확인의 질문
등을 하는 쌍방향적인 수업도 끼워 넣는다.
③리포트의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제대로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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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계기를 주는 것과 동시에, 표현 능력을 몸에 익히게 한다.
④학생은,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프린트와 참고서로 복습하고, 아무래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및 튜토리얼을 이용한다.
교재
교재 프린트는 강사가 준비. 참고 문헌으로, 野中俊彦・中村睦男・高橋和之・高見
勝利・헌법Ⅱ（제４판）（有斐閣）및 大山礼子・국회학입문（제２판）（三省堂）.
평가의 방법
출석은 필수이다. 성적은, 제출된 리포트와 학기말 시험을 대체로 2대

8의 비율

로 고려해 평가한다. 성적 분포에 대해 특히 기준은 마련하지 않지만, 「수」나 그
이상의 평가는, 통상 20－25%이다.
진행 예정표
입법 과정론의 수업은, 대체로 이하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 1강 최근의 입법 동향과 그 특징
제 2강 국회의 지위와 조직
1 국회의 지위： 국권의 최고 기관과 유일한 입법 기관
2 국회의 조직： 이원제
제 3강 국회의원의 권능
제 4강 국회의 운영
1 회기제
2 중의원의 해산
3 회의의 제원칙
제 5강 국회의 권능과 의원의 권능
1 국회의 권능
2 의원의 권능
제 6강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의 권능
1 행정권과 내각
2 내각의 조직과 권능
3 내각총리대신
4 의원내각제
제 7강 입법 과정 및 수속
1 국회 제출전의 입안 과정
2 국회 제출 후의 심의 과정
3 국회 채택 후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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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강 입법 보좌 조직
1 내각 법제국
2 의원 법제국
3 그 외의 조직
제 9강 사례 연구-대표적인 선거 입법의 입법 과정
1 1982년 공직 선거법 개정
2 1994년 공직 선거법 개정 제 10강 지방자치체에 있어서의 입법 통계
*수업 내용 및 순서는 변경되는 일이 있다.
비고
정보 갱신일
200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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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세다 10개 강좌(대학 6, 대학원 경영연구과 2, 법무연구과 2)
(1) 개강연도 2009
과목명 법정책론I A
학기 춘기
담당교원 佐藤

英善

개설학과 법학부
과목구분 행정(공공정책) 관련 과목
강의실 01:8-411
수강코드 1200004267
세부정보 ( 최종갱신：2009/03/09
강의개요

수업계획

10:39 )

법정책론A는, 봄학기의IA를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사토가,
그리고 가을학기의IIA를 경제학을 연구하는 야마모토가 담당
한다. 법정책의 작성·결정의 검토를, 법률학적 관점과 경제학
적 관점을 통해 보고 비교 연구한다.
법정책론 A에서는, 위와 같은 시점에서 법정책론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1년간의 강의의 담당자를 봄학기와 가을 학기에
전문분야가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양자의 대화가
전혀 성립하지 않을 우려도 있으나, 둘은, 일찍이 본교에 설
치된 「규제완화 연구회」의 중심적 멤버로, 그 문제의식에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봄학기는, 종래의 법률학으로 전
개되어 온 법정책론에 대한 다른 학문 영역으로부터의 비판
을 법률학은 어떻게 받아 들여왔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가을 학기에는, 경제학의 관점으로부터, 재차 법률학으로 전
개되어 온 법정책론의 한계·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고자 한다.
물론, 법률학과 경제학을 교착하여 광범위한 시야에 넣을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과제도 봄학기와 가을 학기에 개별적
으로 논의 하려한다. 법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경우의 과정에
대해, 정책 목적의 성립, 정책 형성, 조직, 정책 집행의 수법·
조직·수속,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정책의 변경·폐지 등의 법
정책 과정의 문제도, 하나의 모델을 사용해 법정책론의 기초
이론으로서 생각하고자 한다.
제1회법정책론이란무엇인가-제도와의식
제2회법정책론의과제와대상-입법,법의적용,사법과법해석
제3회국민주권과법정책,법제도(1)헌법상의통치구조
제5회국민주권과관료제도를둘러싼법정책
제6회인권의체계와법정책·법제도
제7회인권의체계와행정의성격,법제도
제8회생명신체의보호와법정책,법제도
제9회사상신조의자유와법정책,법제도
제10회신교의자유와법정책,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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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11회사회권의역사적·사회적의의와법정책,법제도
제12회생존권과법정책,법제도-생활보호법
제13회생존권과노동기본권을둘러싼법정책,법제도
제14회민주적국가형성과지방자치를둘러싼법정책,법제도
제 15 회 마무리
법학부의 특정 강의과목을 법률학와 경제학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것입니다. 적극적인 수강
부탁합니다

(2) 개강연도 2009
과목명 법정책론I B
학기 추기
담당교원 佐藤

英善

개설학과 법학부
과목구분 행정(공공정책) 관련 과목
강의실 01:8-B102
수강코드 1200004267

강의개요

수업계획

참고문헌

법률학에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률」의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현행의 법률의 운용, 기능 등을 다각도로 분석
해 문제점을 골라내거나 향후 제정되는(돼야 할) 법률을 사정
에 넣어, 법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넓은 시야에서 공
부해 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법정책론의 일반
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에, 개별적인 법영역에 대
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갑니다.
제1회오리엔테이션
제2회법정책총론(1)
제3회법정책총론(2)
제4회공공성론(1)
제5회공공성론(2)
제6회안전보장과법(1)
제7회안전보장과법(2)
제8회안전보장과법(3)
제9회테러와법(1)
제10회테러와법(2)
제11회집단안전보장
제 12회 안전 보장과 NGO
제13회안전보장의「민영화」(1)
제14회안전보장의「민영화」(2)
제15회 마무리
深瀬忠一・水島朝穂他編『평화헌법의확보와신생』（北海道大
学出版会）、水島『헌법「사」론』（小学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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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정보
개강연도 2009
과목명 법정책론 II B
학기 추기
담당교원 水島

朝穂

개설학과 법학부
과목구분 행정(공공정책) 관련 과목
강의실 01:8-B102
수강코드 1200004268

강의개요

강의계획

법률학의 공부에서는, 「지금, 거기에 있는 법률」의 해
석을 할 뿐만 아니라, 현행의 법률의 운용이나 기능등을 다
각도로 분석해 문제점을 골라내거나 향후 제정되는(되야
할) 법률을 사정에 넣어, 법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넓은 시야에서 공부해 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 강의에서
는, 법정책론의 일반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에,
개별적인 법영역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갑니다.
제1회 오리엔테이션
제2회 경찰과법(1)
제3회 경찰과법(2)
제4회 경찰과법(3)
제5회 생활안전조례(1)
제6회 생활안전조례(2)
제7회 아이의 통학로의 안전
제8회 형사사법개혁(1)
제9회 형사사법개혁(2)
제10회 형사사법개혁(3)
제11회 「먹거리」의 안전(1)
제12회 「먹거리」의 안전(2)
제13회 「일자리」의 안전(1)
제14회 「일자리」의 안전(2)
제15회 마무리

(4) 개강연도 2009
과목명 법정책론 II A
학기 추기
담당교원 야마모토 테츠조우
개설학과 법학부
과목구분 행정(공공정책) 관련 과목
강의실 01:8-B102
수강코드 12000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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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론A는, 봄학기의IA를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사토가,
그리고 가을학기의IIA를 경제학을 연구하는 야마모토가 담
당한다. 법정책의 작성·결정의 검토를, 법률학적 관점과 경
제학적 관점을 통해 보고 비교 연구한다.
법정책론 A에서는, 위와 같은 시점에서 법정책론을 생각
해 보기 위해서, 1년간의 강의의 담당자를 봄학기와 가을
학기에 전문분야가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양자의
대화가 전혀 성립하지 않을 우려도 있으나, 둘은, 일찍이 본
교에 설치된 「규제완화 연구회」의 중심적 멤버로, 그 문
제의식에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봄학기는, 종래의 법률
강의개요

학으로 전개되어 온 법정책론에 대한 다른 학문 영역으로부
터의 비판을 법률학은 어떻게 받아 들여왔는가를 중점적으
로 살펴보고, 가을 학기에는, 경제학의 관점으로부터, 재차
법률학으로 전개되어 온 법정책론의 한계·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고자 한다.
물론, 법률학과 경제학을 교착하여 광범위한 시야에 넣을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과제도 봄학기와 가을 학기에 개별
적으로 논의 하려한다. 법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경우의 과정
에 대해, 정책 목적의 성립, 정책 형성, 조직, 정책 집행의
수법·조직·수속,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정책의 변경·폐지 등
의 법정책 과정의 문제도, 하나의 모델을 사용해 법정책론
의 기초 이론으로서 생각하고자 한다.
제1회규제개혁이란무엇인가?
제2회우리나라의규제개혁의국제적수준과지위
제3회우리나라의규제개혁의문제점과과제1
제4회우리나라의규제개혁의문제점과과제2
제5회우리나라의규제개혁의문제점과과제3
제6회규제영향분석(RIA)구미의제도와실제1
제7회규제영향분석(RIA)구미의제도와실제2

수업계획

제8회규제영향분석(RIA)기초이론1
제9회규제영향분석(RIA)기초이론2
제10회규제영향분석(RIA)기초이론3
제11회규제영향분석(RIA)케이스스터디1
제12회규제영향분석(RIA)케이스스터디2
제13회규제영향분석(RIA)케이스스터디3
제14회규제영향분석(RIA)케이스스터디4
제15회

우리나라의 규제 영향 분석의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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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강연도 2010
과목명 법학연습(법정책론)
학기 추기
담당교원 宮澤

節生

개설학과 법학부
과목구분 행정(공공정책) 관련 과목
강의실 01:8-B102
수강코드 1200004268
강의개요

「법정책론」이라고

하는 과목명으로 무엇을 검토할까는,

담당자의 학문 분야에 의해 다를 것이다. 나는 일본에서 법학
을 공부해(홋카이도 대학 법학 박사)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

부했다(예일 대학 Ph. D. ) 법사회학자이며 범죄 사회학자이
므로, 법과정의 경험적이고 정책론적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과제로 해 구체적 내용을 구성해 나가고 싶다
교과서
성적평가방법
비고

『법과정의 리얼리티』（信山社、1994年）
보고와
【이수

발언, 및 학기 레포트 모두를 평가한다.
모델】공공정책

법률 주전공 이수 모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외,
민사사법, 형사사법, 시민사회와 법 등에

적합하다고 생각된

다.

(6) 개강연도 2009
과목명 법정책학
학기 후기
담당교원 쿠로카와 테츠시
개설학과 사회과학부
과목구분 기반 전공과목 법학문야
수강코드 1800000492
강의 개요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형성되어 그 정책

을 제도화하는 수단으로서 법률이 제정된다. 따라서, 법률이
실현되려고 한 정책의 이해 없이, 올바른 법해석에 이르는 것
은 곤란하다. 또 반대로, 뛰어난 정책을 형성했다고 해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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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게 제도화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정책

의 표현 수단으로서 법률이 존재해, 제도화된 정책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다양한 법시스템을 자유롭게 잘 다루
어 정책을 실현하는 스킬과 이론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법시스템이 독자적인 논리·철학에 기초 붙일
수 있고 있는 것이 나타나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
제와 마주하게 된다. 대학에서 배우는 법학의 상당수는, 시민
의 입장으로부터의 법학이지만, 법정책학은
수업계획

정부입장에서 본

법률학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제 1회] 법률이 정책을 제도화한다.
[제 2회]

법이란 무엇인가.

[제 3회] 법과 경제학(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제 4회] 정의론
[제 5회] 근대법의 기본 원리와 현대법에의 전환
[제 6회]

게임 이론을 이용해 법제도를 본다.

[제 7회]

입법 과정의 정치 경제학

[제 8회]

NPM

[제 9회] 제도의 부품
[제10회]

개별 사안 연습 1 인구문제 등

[제11회]

개별 사안 연습 2 폐기물 문제 등

[제12회]

개별 사안 연습 3 혼합 진료 문제 등

[제13회]

개별 사안 연습 4 토양오염 문제 등

[제14회]

법정책학의 포인트

[제15회]

통계

(7) 입법 정책 연습
개강연도 2009
과목명 입법정책연습
학기 전기
담당교원 石田

光義

개설학과 대학원 공공 경영 연구과
과목구분 연습과목(석사)
수강코드 4501001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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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석사 논문 작성을 향한 테마에 준거해,
강의개요

각각의 단

계에 응한 연구 활동에 어드바이스를 주어 집필 촉진에 협력한
다.

(8) 입법과정론
개강연도 2009
과목명 입법과정론(입법의 이해 촉진 프로그램)
학기 전기
담당교원 鳫

咲子

개설학과 대학원 공공 경영 연구과
과목구분 선택과목
수강코드 450101210b
본 강의의 목적은,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 중요한 입법부
의 역할·구조를 모의적으로 체험해 이해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
으로는, 우선, 각자가 의식하는 정책 과제에 관해서, 입법에 따
르는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의 방법에 대해
배운다. 또, 국회의 조사 스텝·의원의 정책 담당 비서, 입법 활동
의 경험이 있는 NPO등의 사례로부터, 정책 과제가 법률이 될
강의 개요

때까지의 구체적인예에 대해 배운다(케이스 스터디).
강의로 얻은 지식을 기초로 그룹 워크에 의해, 특정의 과제를 해
결하는 법안(조례안)을 생각해 그 제안 이유 설명, 제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생각해 합의 형성까지의 프로세스를 체험한다.
본 강의는, 의원 및 행정 직원·국회 직원·정책 담당 비서 등의
정책 스텝으로서 입법·행정에 현재 또는 장래 종사하는 사람뿐
만 아니라, 의회에 주목하는 저널리스트·시민, 의원에 정책 실현
의 움직임을 실시하는 사람에게도 참고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9) 법과 공공정책
개강연도 2009
과목명 법과 공공정책
학기 춘기
담당교원 水島

朝穂

개설학과 대학원 법무연구과
과목구분 선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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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의 분야에서는, 법해석학이 주류이다. 법사회학, 비교 법학,
법사학등과 함께, 근년, 법정책론(학)을 수업 과목으로서 설치하는 대
학이 많아졌다. 미국의 공공정책학(public policy)의 영향을 받아, 정
책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변동하는 사회환경이나 국제 환경 안에
서, 복잡해진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도, 법정책론(학)의 지식
강의 개요

과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법과 공공정책]분야의 학
문 상황을 개관 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담당자의문제나, 제도 설
계를 실시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점 등과, 개개의 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생각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테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로, 수강자의
흥미와 관심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아래의 사례 연구로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다.
제1회 처음에： 법정책론적 접근의 의미
제 2회 법정책론의 여러 가지 모습： 공공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제3회 정책 과정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
제 4회 입법 과정의 구조와 실제(1) ：국회
제 5회 입법 과정의 구조와 실제(2) ：지방 의회
제 6회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수상과 관료
제 7회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NPO/NGP ·미디어

수업계획

제 8회 제도 설계의 접근(각론을 향한 총론)
제9회 안전·안심 조례의 문제성： 사례(1)
제10회 선거 제도의 설계와 과제： 사례(2)
제11회 소자녀화 대책의 문제성： 사례(3)
제12회 대학 정책의 전환을 진찰하는(독일법학화)：사례(4)
제13회 안전 보장 정책의 전환： 사례(5)
제14회 지방 분권의 현상을 진찰하는： 사례(6)
제15회 결말： 법정책론적 시점을 연마하기 위해서

(10) 입법학
개강연도 2009
과목명 입법학
학기 춘기
담당교원 山本

庸幸

개설학과 대학원 법무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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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선택필수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법해석을 실시하는 것을 일상적
으로 하지만, 실은 그 법률이 어떻게 입안되고 있는지는 의외로 알
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지식 및 생각은, 적절한 법해
석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수업의 전반으로는, 주로 「입법학 총론 및 법령 개론」, 즉 법
률의 입안으로부터 성립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 법률의 구조 및 입법
강의 개요 관행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한다. 후반의 수업은 「실천 연
습」으로, 즉 수강자에게 실제로 입안 방침이나 조문 작성의 과제를
내, 다음 수업에서 그에 대한 비평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입법에 익
숙해져,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입안 방침의 세우는 방법부터 적절한
조문의 작성까지를 일관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은, 정부부내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300개
이상의 법률안의 심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실무가이다.
「입법학 총론 및 법령 개론」은, 입법에 관한 지식의 전수를 목
적으로 하는 통상의 강의이다. 「실천 연습」에서는, 수강자 중 약 2
명에게 입안 방침이나 조문 작성의 과제로 내며, 워드 문서로 작성
한 해답을 다음 주의 수업(토요일)의 전전 날인 목요일 오후 10시까
지 메일로 제출 받는다. 모든 수강자는, 수업의 당일 그것을 지참해,
함께 비평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한다. 단지 법률의 초고뿐만이 아니
라, 어떠한 입안 방침을 취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시하므로, 그것을
소논문 형식으로 많이 쓰게 할 방침이다. 덧붙여 「실천 연습」의
테마로서는, 현재로서는 이하의 것을 예정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화
제가 되고

있는 테마가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으

수업계획 로 하겠다.
제1회「법률안의 입안, 국회 제출 및 성립」및 「기본법의 입안」
제2회「총칙(목적 취지 규정 및 정의 규정)」및 「비용 공평 부담」
제3회「원칙(금지법 및 허가 등록 면허법)」및 「금지법의 입안」
제4회「벌칙(벌금·과료·과태료 및 양벌)」및 「민사법의 특례」
제5회 「신법 및 개정법의 법률 구조의 대비」및 「공익 통보 보호」
제6회 「입법 사실, 입안 방침 및 법률 사항」및 「불법 행위 책임」
제7회 「법령 용어(및 또는) 및 법령 표현」및 「구조개혁특구」
제8회 「의료 사고 대책」
제9회 「단속법의 개정」
제10회「행정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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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저작권법 개정」
제12회「대리 잉태 특례」
제13회「정령 입안 방법」
제14회 교장 시험
제15회 내각 법제국의 견학 및 재판관·검찰관·행정관과의 간담회(평
일의 저녁때에 대체 예정)
교과서
참고 문헌

山本庸幸「실무 입법 연습」및 大森政輔･鎌田薫編 「입법학 강
의」(商事法務)을 교과서로 한다.
山本庸幸 「실무 입법 기술」(商事法務)을 적당 참조한다.

＜수강자에의 요망＞
법률을 입안하는 경우의 법적 생각을 정리해 입안 방침을 작성하
는 것은, 일종의 법률· 글쓰기로서 실무에서는 극히 중요한 능력이
비고

다. 또, 입법의 관행이나 기술에 정통 하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의
입안뿐만이 아니라, 계약이나 각종의 규칙의 책정에도 유용한 지식
이 된다. 단지, 듣고 있으면 되는 수동의 수업이 아니고, 수강자는
적극적으로 과제의 해답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스
스로 도전해 보자고 하는 분의 수강을 기대하고 있다.

제5장 외국에서의 입법학 교육 실태분석 ∥

215

4. 法政大学 호세이대학 2개 강좌
(1) 과목 입법학 연구 1 담당 교원 正木 寛也
수업의 도달 목표 및 테마
①입법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
②지금까지의 입법학에 관한 논의에 대해
③종래의 법학(해석 법학)과 정치학과 입법학의 관계에 대해
④실천적 입법학의 방향성에 대해
수업의 개요와 방법
해석 법학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은 예부터 지적되고 있어 요즈음
여러가지 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성과가 남아 있다. 또, 지방 분권의 큰 흐름 안에서
「정책 법무」의 분야에도 연구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것들을 근거
로 해 지금까지의 입법학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지역과 ·지방의 현장에
서의 현실의 법제도 설계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입법학」의 구축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다. 「입법학」은, 그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매우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
체적으로 교원과 학생이 함께 모색 상태로 진행되게 된다고 생각된다. 수업은, 교원
에 의한 강의를 중심으로, 참가자의 흥미 관심에 따른 조사와 발표, 토의 조합해 실
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업계획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임에 유의 바란다.
수업 계획
제1회 입법학 소개
제2회 입법학의 계보
제3회 최근의 「입법학」론

－「좋은 입법」

제4회 실천적 입법학의 방향성
제5회 입법 과정 개론
제6회 각성(부처)에 있어서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
제7회 내각에 있어서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
제8회 정당에 있어서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
참고서
大森政輔／鎌田薫編『입법학강의』商事法務
그 외 참고가 되는 문헌 등은 수시 소개한다.
성적 평가 기준
출석, 수업에의 참가 태도,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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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목 입법학 연구 2 담당 교원 正木 寛也
수업의 도달 목표 및 테마
①입법학, 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
②지금까지의 입법학에 관한 논의에 대해
③종래의 법학(해석 법학)과 정치학과 입법학의 관계에 대해
④실천적 입법학의 방향성에 대해
수업의 개요와 방법
해석 법학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은 예부터 지적되고 있어 요즈음
여러가지 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성과가 남아 있다. 또, 지방 분권의 큰 흐름 안에서
「정책 법무」의 분야에도 연구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것들을 근거
로 해 지금까지의 입법학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지역과 ·지방의 현장에
서의 현실의 법제도 설계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입법학」의 구축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다. 「입법학」은, 그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매우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
체적으로 교원과 학생이 함께 모색 상태로 진행되게 된다고 생각된다. 수업은, 교원
에 의한 강의를 중심으로, 참가자의 흥미 관심에 따른 조사와 발표, 토의 조합해 실
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업계획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임에 유의 바란다.
수업 계획
제1회 의회제도론
제2회 조정의 장소로서의 의회의 현상과 과제
제3회 입법 보좌 기구론
제4회

NPO 법의 입법 과정 분석

제5회

C 형 간염 피해자 구제법의 입법 과정 분석

제6회 헌법개정 국민투표법의 입법 과정 분석
제7회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의 입법 과정 분석
제8회 마무리
참고서
大森政輔／鎌田薫編『입법학강의』商事法務
그 외 참고가 되는 문헌 등은 수시 소개한다.
성적 평가 기준
출석, 수업에의 참가 태도,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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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日本大学 1개 강좌
(1) 과목명

입법과정론

강사명 미토 카츠노리
기간 연중
단위수 4
【수업 개요】
〔수업 목적〕 주지대로,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국회의 여러가지 특징을 해설하면서, 그 문제와
과제를 다면적으로 검토해 갑니다.
〔이수 조건〕
〔수업 방법〕 강의
〔평가방법〕 수업중 퀴즈, 리포트, 정기시험에 의해 평가합니다.
〔교과서〕 岩井奉信 「입법 과정」 東大出版会
〔참고서〕 藤原孝・杉本稔編著 「현대 정치에의 어프로치」
版、杉本稔編著 「정치의 세계」 北樹出版

北樹出版, 北樹出

【수업 구분】
구분

수업 내용

1

가이던스-국회의 「상식」과「비상식」

2

현대의 정치와 의회-의회의 존재 의의

3

정치 제도와 의회-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4

의회의 모든 유형- 「변환 의회」와「아레나 의회」

5

제국 의회와 전후의 국회

6

국회의 제도와 관행

7

국회-내각 제출 법안과 의원 입법

8

국회-회기제와 회기불계속의 원칙

9

국회-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사와 본회의에 있어서의 심의

10

국회-우리나라의 이원제와 참의원

11

여·야당의 입법 행동

12

의원 운영 위원회와 국회대책위원회

13

정당의 당의 결정과 당의 구속

14

국회 무능론과 국회 기능론

15

전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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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의 입안-관료가 완수하는 역할과 그 문제점

17

법률의 입안-심의회

18

법령심사-내각 법제국과 중참 양원 법제국

19

여당 심사-정무 조사회

20

여당 심사-총무회

21

족의원의 등장과 그 역할

22

포스트55년 체제하의 여당 심사

23

정부 수속-사무차관등 회의

24

정부 수속-각의 결정

25

예산편성과 재무성의 역할

26

예산편성과 경제재정자문 회의

27

국회에 있어서의 결산 기능의 강화

28

국회와 매스·미디어

29

국회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30

후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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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입법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Ⅰ. 우리나라 입법학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의 출발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입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작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주로 국회나 법제처를 중심으로 입법부나 행정부 내의 법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과 다른 나라의 입법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과정, 또는 간
혹 법률이나 행정입법의 제정에 있어서의 입법기술과 평가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
어지는 정도였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기 시작하는 1980년대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입법과 관련한 분석들의 경향적 특
징으로는 첫째, 학문적 체계와 방법론을 근거한다기 보다 처방적이고 실용적인 차
원에서 개별 법률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의 경향을 보인다. 둘째, 온
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입법부의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기구와 입법제도를 소개하는 작업에 그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
째, 실정법학자들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초안에 대한 의견 또
는 평론 정도의 내용을 갖는 연구들이 보인다. 넷째, 입법자, 입법과정, 입법동기,
입법원칙에 관한 독립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보이지 않고, 헌법이나 행정법 학
자들을 중심으로 ‘법률’, ‘입법’, 그리고 ‘입법부’ 등에 대한 법해석학적인 논의를 전
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입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전반부에 입법 연구에 대한 법학적 접근은 몇몇 공법학자들에 의해서 문
제제기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그동안 정책학 또는 행정학적 차원에서 접근되
어오던 입법 연구에 법학자들이 나서게 된 것이고, 기존에 사법(司法)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협소하게 한정해온 법학에 대한 반성적 시도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본격적인 입법 연구의 동력은 두 측면에서 전개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입법
과 의원입법의 절차와 내용에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처와 국회에
서 조사·연구 부문의 설치와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적 연
구 차원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87년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기 시작
하자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하였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에 의한 통치만이 유일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대립과 빈부갈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형태의 대
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통합을 이루는 방법은 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되었
다. 무력이나 강제력에 위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가 비로소 실제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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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에 의한 통치도 기존의 권위주의 시대
의 통치자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인 법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구성원들이 대화와 토
론을 거쳐 합의한 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행복추구에 국가가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 국민들이 모두 다같이 존귀하고도 평등한 존재라는 신념이 국민들 사이에
보편화 되었다. 이제 입법은 단순히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이러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하였다. 국민들은 올바른 법(Rechtliche Gesetz), 좋은 법(Gute Gesetz)을 요구하
고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
원을 제기하여 입법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73년 10월
유신이후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거의 없다가 1988년에 37 건이 제기되었고 점차 증
가하여 2008년에는 모두 59건이 제기되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에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1988
년에 1건이 제기되고 점차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무려 372건이 제기 되었다. 법
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은 1988년 25건이 제기 되었지만, 2008년에는 1,605건이 제기되었다.94)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에의 합치성을 반드시 검토하게 되었고 더 나아
가 국민 일반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법은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도달
되었다.95)
뿐만 아니라 강제력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사회의 부분공동체와 각
개인들은 자신의 부분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보편화하기 위하여 이
들을 제도화하는 입법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에 의원입법은 실
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의원입법은 본질적으로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부분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입법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도 떨어져 전체 입
법체계에서의 체계정당성이나 정합성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원입법
은 전체공동체 차원에서 무시되기 쉬운 특수한 이해관계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입법
화하는 장점을 발휘하기도 한다.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에 있어서도 각종 이
익단체나 로비스트들이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부분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민
주화 이후의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파당적이거나 부분적 이해관계를 극복
하고 전체의 공동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에 정당한 입법과 좋은 입법을 제정하고 입법과
94)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사건통계 부분 참조.
95) 법제처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입법에 있어서 헌법 합치성을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는 2008년 3월 ‘헌법과 법제실무’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헌법의 기본원칙별·기본권별 유의사항 및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과 헌법의 기본원칙별 최근 계쟁(係爭) 입법사례를 소개하고 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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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 공공성의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국가사회의 입법학에 대한 요청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민주화 이후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입법학도 상당한 정도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입법학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입법학은 기
존의 외국입법례를 소개하거나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머물던 입법 연구 경향들
과 결별하면서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입법학이 대두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으로서의 법해석학적 입법 연구와 보다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한 행정학(정책학)적 입법 연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 4일
한국입법학회의 창립으로 하나의 획을 긋게 된다. 한국입법학회는 “입법학은 무엇
인가”라는 주제로 창립 연구발표회를 갖고, 같은 해에 6차례의 입법학 세미나를 하
여 한국에서 입법학 연구의 장을 마련해놓았다. 1999년 3월 29일 국회에서
입법학의 과제와 방향

한국

의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입법학

주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미나와 학술발표회의 논의를 정
리하고, 기타의 입법 연구 논문들을 포함하는 한국입법학회지

입법학연구

를 발

간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에 주목할 만한 것은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국회와 정
부(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전문가들의 입법학 연구 역량의 성장을 들 수 있
고, 석・박사 학위과정의 법과대학원들에서 상당수 입법학을 개설하고 있는 등 입
법학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확고히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는 입법학이 “학문적 기반과 실제상에로의 도입을 겨냥한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정
착”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출발한 입법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제 하나의
학문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
로 입법학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법학에 대한 인식이 약한 편이다. 입법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입법실무전문가
들도 입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독자
적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의 입법학에 대한 개념정립이 시급하다. 그동안 대학교나
실무에서 입법학에 대한 강의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에서 다
루는 입법과의 차별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입법학강의를 담당할
교수진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실정법에 대한 해석학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입법학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학
의 체계적으로 담당할 교수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넷째, 표준적인 입법학강의
교재의 개발과 커리큘럼 내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입법학교육은 담당자
들의 선호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입법학의 내용도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형
편이다. 앞으로 입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학의 대상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하여 표준적인 강의계획서나 교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강
학생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법학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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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강학생의 확보 문제는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문제와 연관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입법학과 관련한 실무교육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입법학 실무는 법제처,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기
관들과 연계하여 입법학 수강생들이 입법학 실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입법학 전공자들의 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
에서 언급한대로 입법학 수강생들을 확보하는 문제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여덟째,
정부 내에서 입법교육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법제처가 주로 담당하였던 입법 관련 교육을 보다 체계화, 전문화 시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학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이미 만들어진 실정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입
법실무자들도 무엇이 입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향후에 입법학이 발
전하기 위해서는 입법실무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입법학에 대
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입법학의 문제점으로 위에서 언급한 9개의 사항 중에서 입법학의 개념정립
문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도 해결되기는 쉽지 않고 입법학계 내부
의 학문연구자나 실무연구자들이 노력하여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 하지만 나머지
사항인 입법학에 대한 인식의 제고, 교수진의 확보, 표준적인 입법학 교재 개발이나
표준적인 커리큘럼의 개발, 입법에 관한 이론계와 실무계의 교류를 비롯한 실무교
육 기회의 확보, 입법학 전공자의 진로확보, 입법교육을 위한 정부내 전문연수기관
의 설립, 입법학에 대한 홍보 등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인다.

Ⅱ. 제도적 지원방안

1. 입법학에 대한 인식제고
앞으로 입법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학에 대한인식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입법에 대해서는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등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다. 이러
한 학문과 구별되는 입법학의 독자적 개념을 정립하고 입법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대학의 학부에서 2개교만이 입법학을 강의하고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
서 12개 대학원만이 입법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강좌 이상을
개설하는 대학원은 극히 소수이고 최대로 개설한 강좌 수는 3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 하버드 대학이 필수과목으로 하여 무려 7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일본
의 와세다 대학에서도 8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독일의 훔볼트 대학의 20여개 강좌
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수의 강좌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유명 로스쿨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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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도 유념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 법전문가를 유일하게
교육하여 배출하는 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입법학 관련 강좌를 전혀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입법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회나 법제처 그리고 지방의회 관계자
들이 입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 입법학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아니하다. 입
법방법이나 입법기술에 대하여는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 교육 등을 통하여 어느 정
도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입법학 일반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형
편이다. 이는 실무자를 상대로 하는 실태조사에서 적은 수이기는 하나 입법학의 필
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들어난다. 그리고 입법의 실제
에 있어서도 입법의 초안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관 등에 의하여 준비되고 작성되면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단순히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여 그 관여를 자기 부서에 대한 권한침해로 이해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입법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 본격적으로 필요성을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이다. 입법에 대한 연구가 입법학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에서는 대략 1970년대 초반이고, 미국은 입법에 대한 행태주의적 분석과
연구의 결과물들이 축적되어가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이다. 이처럼 입법학은
비교적 현대적인 학문분과이다.
독자적 학문으로서 입법학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입법학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현실에서 존재해왔던 입법 영역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만 가능한데 20세기 복지국가의 도래와 더불어 법의 사회공학적 기능을 의식하여
입법의 홍수를 초래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입법의 중요성과 입법학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에는 우선
가장 먼저 ‘좋은 법(good laws; gute Gesetze)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과제가 전
제되고 있다. 여기에서 과연 무엇이 좋은 법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는 법과 입법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서 그 해결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고, 법 개념
과 관련해서 설명된다. 일단은 많은 내포를 가진 민주주의적 헌법질서와 현대적 의
미의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에 적합한 입법에 의한 합리적인 법이라고 제시할 수 있
다.
둘째,

입법학은 법규범 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법 제정 후에 일어날 수 있

는 사후적인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제거하고, 현재 효력있는 실정법을 개
선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법학은 현실적으로 법 적
용과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해석학을 주로 하였다. 법규범의 효력을 그
법규범의 발생 맥락과 분리하여 현재의 법규범과 현실의 사건의 해석을 접합시키려
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중심의 법학은 법을 현실과는 동떨어

진 마치 스스로 창출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법이 창설된 사회적 배경이나 정치적 맥
락을 무시하는 것으로 되어 현실을 적절히 규율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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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실정법 해석의 문제에 대한 사전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또 법규범 제
정에 있어서 법적 그리고 초법률적인 일반 원칙의 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복
리를 위한 조정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입법학에 대한 필요는 점점 강해져왔다. 이
필요성은 위와 같은 실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준칙(Richtlinien), 즉

입법의 지

도 원리, 또는 법적 원칙의 추구로 연결되고, 결국은 입법학에 있어서 입법의 원칙
을 정립하는 것이 규범학과 사실학을 통합하는 핵심이 된다.
셋째, 입법학을 독자적 학문으로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는 또 하나
의 동기는 다양한 연구 방법과 다차원적인 관점, 특히 입법정책학적 방법론, 법사회
학적 방법론 등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사회 변화에서, 이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기존 법체계 내로, 그리고
법 내용 안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변화를 위해 각종의 사회적 조
건들이 작용하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법 제정 그리고 법 폐지가 이루어진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입법 내용의 실질적 결정자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규정된 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 생성과 효력이 일정한 사회
적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
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의 분석과 평가가 바로 입법 연구의 중심 주제
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사회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입법을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파악하려면,

이

입법학은

‘전체

사회

과정으로서의

입법

(Gesetzgebung als gesamtgesell- schaftlicher Prozeß)’을 대상으로 하고, 법규
범 및 입법과 사회적 제 조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
에서 말하는 사회적 제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 특히 국
가의 정당화 과정,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입법학은 입법의 원칙에서 부터 구체적인 개별 법규범의 제정 상황, 그리고 입법
의 사회적 제 조건들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생겨
났으며, 그에 따라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서 입법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입법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국
회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무가에 대하여 입법학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부여 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입법전문가로 리쿠르트 하기 전에 사전 선발과정에서
입법학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선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은 선발고사의 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입법고시에 선택과목으로서
만 입법과정론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국회 보좌관이나 비서나 일반 공무원 선임에
있어서 입법학 관련 과목을 보다 더 많은 입법관련 종사자의 선발시험에 시험과목
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입법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225

이미 입법전문가로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무 교육을 통하여 입법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국회의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의 법제교육에서 입법학 관련 교육을 넓고도 깊게 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으로서 입법학 교육은 입법관련 업무에 종
사하게 된 결정이 있은 후 실제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교육이나 직무
교육으로 시행하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법과대학에서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도 입법학 관련 강좌를 최대한 많이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이 이를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부에서 입법전문가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
는 것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일부대학의 경우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같이 필수과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에서 최소한 선택
과목으로라도 입법학 관련 과목이 하루빨리 개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가장 빨리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자격시험에 입법학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행정학이 행정고등고시에 시
험과목으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예를 보더라도 입법학이
변호사자격시험의 과목으로 채택된다면 급속하게 발전할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법을 통한 사회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입법학을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여 국가공동체가 원하는 바른법, 더 좋은
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2009. 5. 29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
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하도록 되어 있다. 시험과목으로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되어 있다.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을 의
미하며, 민사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의미하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을 의미한다. 시험과목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법(私法)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법분야
가 매우 취약함을 볼 수 있다.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
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구성되어 이중 l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자유로이 선
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논술형 필기시험만 시행한다. 시험점수의 비중은 민사법이 공법이나 형사법의
175%, 전문적 법률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40%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
국 전문적 법률분야는 총점 415점 중 40점을 구성하게 되어 전체의 40% 미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제도 즉 과락제
도가 있어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된다. 전문적
법률분야의 경우 과락은 40점 만점에 16점이 된다.
입법학은 공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또 전문적 법률분야로서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입법학은 변호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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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목이다. 만약 일본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여진다면 결국 변호사시험과목이 아닌 법
학전문대학원의 법과목은 실질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소외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입법학이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이 된다고 하여도 아직은 입법전문가의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는 사정 하에서는 일단 전문적 법률분야로서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전체 시험에서 그 비중이 40%미만에 그치지
만 단순히 전문적 1차 과목으로 채택되더라도 입법학에 대한 인식은 혁명적으로 변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수진의 확보
입법학의 필요성과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문제로 중

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칠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수진의 자격요건으로서는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 이상의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강의기술 보다는
전문지식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지식에 있어서는 단순히 심오한
학술 연구지식만이 아니고 전문 실무지식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입법학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실제로 입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를 위한 입법
과정이나 입법기술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무가의 입법학 교육에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법과대학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 상 입법학을 강의하는 교수
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학부에 3명, 대학원에 11명인데 이중 중복되는 2명을 제
외하면 모두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교수로 법학교수회 수첩에 등재된 94개
법학과와 비법학과 소속 합계 1,500명이 넘는 교수들 숫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숫자이다.
하지만 입법학관련 연구자료에서 입법학관련 연구업적을 가진 전문가의 숫자는
50여명에 이르러 앞의 교수 수보다는 약 4배나 많은 숫자이다. 이 전문가 그룹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국회나 법제처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 입법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전문가들도 연령이 허용하는 한에는 입법학 교육의 교
육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전체 법과대학이나 법학대학
원 숫자에 비하여 결코 많다고 할 수 없고, 연구업적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학의 특
수분야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학 전체를 강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입법실무가의 경우에는 실무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강의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교수진의 학보가 중요한 문제로 여전히 대
두된다. 이러한 입법학 교수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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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입법실무가들에게 대학에서

입법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

여야 한다. 국회나 법제처 그리고 법제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실무에 상당
기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대학에서 입법학 관련 겸임교수나 초빙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급여는 대학에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에게 유급이나 무급휴직을 일정기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
구원 등에 파견되어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연구관이나 헌법
연구관으로 교수들이 일정기간 임명되어 일반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관여하여 실무
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보관하고 있는 연구자료 등을 열람하며 판사나 재판관 등과 실제 사
건이나 특수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 더불어 토론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 입법과 관련

하여서도 대학교수가 법제처의 법제관이나 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으로 일정기간
임명되어 정부 입법안의 검토나 법제업무에 관련하여 실무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
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안을 검토하고 법원이나 법제처
나 법제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연구자료 등을 열람하며 입법이나 법령검토과정이
나 법령해석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실제 사건이나 특수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 더불어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
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회가
대학교수에게 제공된다면 대학과 실무계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대학교수들
도 이론만이 아니고 실무현실도 이해하게 되어 입법학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
이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입법학 교육이 실무 현실을 반영하게 되어 교육의 현실성
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대학의 입법학 수강학생들에게도

입법에 대한 지식

이 더욱 현실성이 있는 것이 되어, 졸업 후 취업하여 실무에 종사할 때에도 상당부
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
의 입법관련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
록 하여야 한다. 현재는 이들 교육의 대부분을 관련 기관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
는데, 만약 이중 상당부분을 대학교수에게 의뢰하면 대학과 실무계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대학교수들도 이론만이 아니고 실무현실도 이해하게 되어 입법학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리고 실무교육의 이론적 깊이도 더욱 깊어져 이
러한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 참가자들의 입법에 대한 지식이 더욱 수준 높은 것이
되어 실무에서도 더욱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구원에서 입법학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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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자체 예산으로 대학원과정에 재학하게 하여 장래의 입법학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함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원래의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근무 후 전
문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3. 강의교재의 개발과 커리큘럼 내용의 표준화
(1) 학부의 표준적인 커리큘럼 내용
그동안 법과대학의 학부 차원에서는 건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입법학이 정기
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강의내용은 강의자들의 관심에 따라 모두 다
르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입법학에 대
한 개괄적 설명으로 법, 입법, 입법학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법과 입
법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입법학의 의의와 역사, 관련되는 개념인 행정정책학이나
정치학, 법해석학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입법주체와 관련하여 권력
분립,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당이나 시민단체, 이익단체, 로비스트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는 입법에 있어서 한국적 특징을 설명하기도 한다. 셋
째,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입법과정에 대하여 설
명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국회 입법과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비교적 상세한 설명
을 하고 정부입법이나 자치입법 등 기타 입법 등에 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입법의 방법인 해석학적 입법방법론, 법정책학이나 입법사회학 등을

설명하고 있

다. 다섯째, 입법원칙인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합성의 원칙 등을 설
명하고 있다. 다만 입법원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교수에 따라 그 구체적 내
용을 달리 설명하고 있다.96) 여섯째, 입법기술론에 대하여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입법기술론의 구체적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입법실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입법
학강좌의 실무 내지 모의 사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부
분으로 강의하고 있다. 일곱째, 입법평가 부분에 관하여는 다소 견해의 대립이 있기
는 하지만 입법평가의 의미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병행적 입법통제나
사후적 입법통제에 대하여는 대부분 언급하고 있다. 또 일부 입법학 강좌에는 입법
에 대한 통제를 입법학의 주요한 내용으로 설명하여 위헌법률심판, 여론에 의한 통
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안 작성 등 실제 실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
우가 많다.

96) 특히 건국대의 홍완식 교수는 입법의 원칙을 입법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파악하여 체계 및 형식
면에서의 입법원칙과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상당시간의 강의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체
계 및 형식 면에서의 원칙으로는 사안적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체계적합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
지의 원칙 등을 설명하고, 내용 면에서의 원칙으로는 기본권존중의 원칙,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의 존중,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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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현재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입법학의 강의내용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법학을 주로 가르치는
법학과 내지 법학 관련학과 수는 94개 학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법학 관련 교수들
은 약 1,520여명이고,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와 실무자는 약 36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97) 하지만 입법학 관련 과목을 학부에서 가르치는 숫자는 불과 3명으로 극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향후에 입법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수의 교수들이 모여서 입법
학 강의내용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대체적인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부에서의 입법학 강의는 기본적으로 입법과 입법부의 의미와 권력분립 그리고
정부형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헌법의 기본권 부분과 통치구조 부분을 수강한 학생을 상대로 하여 강
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1학기는 15주간의 수업으로 구성되므로 교

육 내용을 15주로 나누어 매주 강의하여야 할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적인 커리큘럼
은 대충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98)
학부용 입법학 커리큘럼의 예시
제1주: 법, 입법, 입법학의 개략적인 내용 설명
제2주: 입법사상, 입법학사, 입법학과 법해석학의 관계에 대한 설명
제3주: 의회와 법률의 입법과정
제4주: 정부와 정부입법의 입법과정
제5주: 지방자치와 자치입법의 입법과정
제6주: 한국입법과정의 특징: 입법에 대한 실증과학적 분석
제7주: 중간고사
제8주: 입법의 원칙
제9주: 입법방법론과 법정책학
제10주: 입법기술론
제11주: 입법평가
제12주: 입법의 통제
제13주: 구체적 법률에 대한 평가 실무
제14주: 법률개정안 청원서 작성 실무
제15주: 기말고사
(2) 대학원의 표준적인 커리큘럼 내용
97)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2009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학국법학교수회와 한국헌법학회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며, 아쉽게도 정확한 통계는 이들 기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8) ‘권력분립과 입법’이라는 부분과 ‘입법과 법해석의 원리’ 등도 일부 교수의 커리큘럼이나 외국의 입법학 교과
서 등을 살펴보면 강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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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처음으로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전통적인 송무 중심의 법률가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또는 공공정책 분야에 종사할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한 교과과정 중에는
입법관련 과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필요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법
과대학보다는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입법관련 교과목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 실제 강의도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의 커리큘럼과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있지만 보다 더 비교법적이거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개론적 내용의 입법학은 이미
학부과정에서 강좌를 개설하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또 다시 입법학, 입법평
가론과 입법과정론 등 3강좌로 나누어 보다 더 전문화된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또
서울대의 경우에도

대의제 민주주의, 외국의 입법학 등 보다 더 전문화 된 내용을

강의하고 아울러 비교법적 내용도 풍부히 강의하고 있다. 수업방법도 강의형과 토
론형을 다같이 준비하고 있다.
대학원은 학부와는 달리 학생들이 이미 법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고 또 강의
내용도 보다 전문화된 것이고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커리큘럼을 구
성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원용 입법학 커리큘럼의 예시
제1주: 입법학의 의의와 입법학의 역사
제2주: 입법학 방법론: 규범주의적 방법론과 실증주의적 방법론
제3주: 권력분립과 입법
제4주: 법률의 구체적 입법과정과 문제점
제5주: 기타 법규범의 입법과정
제6주: 입법의 원칙과 입법의 한계
제7주: 중간고사
제8주: 더 좋은 법 제정을 위한 방법론
제9주: 입법기관과 이익단체, NGO, 로비스트
제10주: 입법기술
제11주: 입법평가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평가 방법분석
제12주: 각종 입법의 통제
제13주: 입법평가 연습
제14주: 입법안 작성 실습
제15주: 기말고사
(3) 입법학의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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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이후 여러 대학교에서 입법학, 입법과정론, 입법평가론 등 입법학
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의에 적합한 강의교재
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강의자들마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입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학
관련 강의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입법학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교재를 제외하고 현재 입법학 강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임종
훈/박수철, ‘입법과정론’(서울: 박영사)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이 있다. 그리
고 최근에 발간된 박영도, ‘입법학 입문’(서울: 한국법제연구원)이 있다.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과정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입법실무에서 필요한 입안기준, 방식 등을 다
루고 있다. 입법과정론과 입안기준, 입안방식은 입법학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교재 모두 표준적 입법학교재로는 그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간된 박영도 박사의 ‘입법학 입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입법
학 연구와 주요국가의 입법학 연구를 종합한 체계서로서 기존의 입법학교재의 부족
한 부분을 잘 보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학 이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입법학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법분석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입법실무가를 상
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입법실무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학교재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우리나라의 실
무와 현실 사례들을 고려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입법학 연구, 입법학 관련 교재, 외국의 입법학 연
구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입법학의 강의교재는 입법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법학 일반이론 부분에 해당하는 입법학 총론에
서는 입법학의 개념, 입법의 원칙, 입법의 유형, 입법사,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입
법학 연구현황 등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입법실무 부분에 해당하는 입법학
각론에서는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을 다루어야 한다. 최근
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론은 다루는 대상에 따라 입법과정론, 입법방
법론, 입법기술론과 겹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겹치지 않게 서술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입법학의 표준교과서인『입법학 이론과 실무(가칭)』 목차를 구
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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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준교재 ‘입법학 이론과 실무’의 목차
-『입법학 이론과 실무(가칭)』Ⅰ. 입법학 총론
1. 입법학의 개념
2. 입법의 원칙
(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상위법 위반 금지의 원칙
(4) 불가능 요구 금지의 원칙
(5) 기타
3. 입법의 유형
(1) 기본법
(2) 처분적 법률
(3) 실험법률
(4) 한시법률
(5) 기타
4. 입법사
5.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입법학 연구현황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3) 일본과 중국
(4) 우리나라
Ⅱ. 입법학 각론
1. 입법과정론
(1) 주요국가의 입법과정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3) 일본과 중국
(2)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1) 법률의 입법과정
2) 명령·규칙의 입법과정
3)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2. 입법방법론
(1) 법해석학적 방법
(2) 법정책학적 방법
(3) 법사회학적 방법
(4) 기타
3. 입법기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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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문의 기본형식
(2) 법령문의 문장구조
(3) 법령본칙의 구성
(4) 법령의 부칙
(5) 법령개정·폐지의 방식
(6) 법령용어
(7) 기타
4. 입법평가론
(1) 입법평가의 개념
(2) 입법평가의 유형
(3) 입법평가의 기준
(4) 입법평가의 방법
(5) 입법평가의 절차
(6) 기타

입법학교재는 입법학 총론과 각론 각각으로 구성된 2권의 교재를 마련하는 방법
과, 입법학 총론과 각론을 함께 구성한 1권의 교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강학생의 확보방안
최근 입법수요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법조
인력 충원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실무 지향적인 입법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새로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과과정
이 필요함에도 입법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낙후된 입법학에 있어서 수강학생을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변호사시험에 입법학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생소한 학문
이었던 행정학이 개발정책의 추진과 함께 행정고등고시 과목으로 행정학을 제시하자 비
약적인 발전을 보여 오늘날과 같은 행정학 전성기를 맞이한 점을 참조하여야 한다. 하
지만 이미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까지 마련된 상황에서는 변호사시험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까운 장래로 미룰 수밖에 없다.
수강학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입법학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 입법관련 기관에 취업시에 있어서 우대하여 주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국
회나 법제처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 하는데에 있어 입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
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입법학 수강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중 실무수습을 위하여 입법관련 정부기관 등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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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사원이나 전문연수를 가는 경우에 입법관련 정부기관에서 입법학을 수강한 학생을 우
선적으로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혹은 전문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
국의 경우에도 여름방학에 인턴으로 정부나 로펌에 근무한 학생을 나중에 정식 변호사
로 고용하는데 인턴 기회를 제공할 때 이미 학생의 로스쿨 성적과 함께 수강과목을 고
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학 수강생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스위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온라

인을 이용한 입법교육방법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시간이 없어 정규 교육기관에 물리
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의하는 방법이다. 특히 입
법실무에 관여하는 중앙이나 지방의 많은 공무원들은 본연의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장점이 있다. 스위스와 같이 소정의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특별한 자격증명을 주는 것도 좋은 방도일 것이다.
5. 실무교육 기회의 확보
현재 우리나라는 법제처,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입법에 관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법과대학 내지 법학전문대학원과 국회, 법제
처,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연계교육은 현재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다만 법제처가 가
장 활발하게 법학전문대학원과 입법에 관한 교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법제처는 2009년 11월 현재 17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과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99)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은 법규범을 창조하는 법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법제처는 각 로스쿨에 대하여 관련 강
의 지원,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 관련정보의 공유 또는 제공을 하고,
로스쿨은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 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

환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정부 입법정책 분야와
법령의 입안과 심사, 법령해석 분야의 실제 사례가 로스쿨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
론되고 논의되도록 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의미를 살리고 또한 추후 법학전
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공공부문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이 협약의 추
진 목적으로 법제처는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2009.8.15부터 고려대 로스쿨 재학
생 약간 명을 썸머 인턴으로 1개월간 시범운영하였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로
스쿨 재학생의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도 국내 법과대학이나 대학연구소와 법률실무 등 분야에서 인재양
성을 위하여 10개 기관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100) 교류협력의 내용
은 법제연구원 소속의 연구직의 강의지원, 학생에 대한 연구원의 실무교육, 학교와

99)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보도자료 (2009.11.16자) 참조.
100) 2009년 5월 현재 동국대, 전북대, 국민대,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 성균관대, 아주대, 단국대, 광운대와 교
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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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양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양기관간 간행물, 전산 DB 기
타 자료의 교환 등의 사항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그
외에도 ‘외국법연구 네트워크’(ALIN) 사업에 6개교, ‘비교법제연구 네트워크’사업에
법과대학 4개 연구소, ‘입법평가 네트워크’사업에 3개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공동학술발표 대회 등과 외국과의 입법정보 교류 등을 대학들과 활발
히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도 법학전문대학원과 입법분야의 실무경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연구 기능을 결합하여 입법전문지식의 함양과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 사이
에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인적교류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상호협력을 증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학
교육에 국회사무처가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101)
앞으로 국가의 입법관련 기관들은 법제처와 같이 입법교육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과 교육진을 확보하고 실무차원에서 입법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
대학원과의 실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입법 실무기관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법치주의 확산･정착과 입법 분야의 실무
를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학 실무교육 기회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스위스에
있어서 입법학 이론과 실무의 협동과 결합이다. 먼저 대학에서 입법학연구센터 등
을 설립하여 입법작업에 있어서의 상담 (입법준비, 방법, 절차 등), 법령의 초안 작
성, 법령초안의 편집·수정, 법령해설 작성에 있어서의 조언 (보고, 지시), 법령초안
의 규범적합성과 입법기술적합성에 관한 심사 등을 하며 이를 전수하고 있다. 스위
스 대학에서의 입법학 강의도 상당히 실무적이 성격이 강하여 법제방법론, 법령편
집론 등의

강좌명으로 강의가 행하여지고, 입법학세미나는 연방법무성의 행정공무

원이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등 실무자의 참여가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는 스위스의 예를 참조하여 대학에서
입법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입법작업에 관한 상당이나 입법기술등도 교육하는
등 단순히 이론적이 면에 머물지 아니하고 실무를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좌에 있어서도 실무적인 성격의 강좌를 두고 이 강좌는 대학이 아닌 국회나 법제
처 등 입법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입법학 전공자의 진로 확보
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은 전통적인 송무 중심의 법률
가 양성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영역에 종사할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101) 국회사무처의 2009. 11. 9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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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졸업 후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역이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상당수 법제처나 국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
의 입법담당업무 담당자로 채용되고 있지만 그 수는 아직도 매우 미미한 숫자이다.
2009년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전체 974명 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취
직된 숫자는 8명이다.102) 국회 사무처 1명, 교육과학기술부 2명, 감사원 1명, 행정
안전부 3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 등이다.103)사법연수생 졸업자 대비 0.8% 정도에
머무는 극히 미미한 숫자이다.
2008년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전체 977명 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취
직된 숫자는 13명이다.104) 감사원 4명, 노동부 2명, 환경부 2명, 법제처 1명, 외교
통상부 1명, 통일부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 금융감독위원회 1명 등이다.105)
사법연수생 졸업자 대비 1.3% 정도에 머무는 미미한 숫자이다.
2007년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전체 987명 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취
직된 숫자는 44명이다.106) 재정경제부 12명, 외교통상부 7명, 기획예산처 4명, 법제
처 4명, 감사원 3명, 환경부 2명, 노동부 2명, 법무부 1명, 행정자치부 1명, 해양수
산부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 정보통신부 1명, 국가인권위원회 2명, 공정거래
위워회 2명 등이다.107)사법연수생 졸업자 대비 4.5% 정도에 이르는 낮은 비율이다.
결국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동안에 사법연수원 졸업생 총 2,938명 중에
서 입법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취업한 연수생은 65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2.2%에
이르는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생이 입법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년부터 2009년까지 4.5%에서 1.3%, 그리고
0.9%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각건대 2007년도에 행정부에
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대폭 채용한 후 예산이나 인력수급 관계상 매년 추가적인
여유가 없어 계속적인 채용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102) 2009년도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의 통계는 제38기 사법연수생 동기회 수첩(2009년 7월 1일 발행)을 사용하
여 모든 연수생의 취업현황을 일일이 검토하여 통계를 집계하였다.
103) 국회사무처나 중앙행정관청에 이들이 소속되어 법전문가로 어떤 형태로든 입법에 관여한다는 입장에서 이
들 모두를 입법관련자로 분류하였고, 경찰이나 교정청 등 입법업무와 성격이 다른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사법
연수원 졸업자들은 제외하였다. 정부 부서에 취업하였으나 아직 교육 중인 사람으로 기재된 2명은 일단 행정
안전부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104) 2008년도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의 통계는 제37기 사법연수생 동기회 수첩(2008년 6월 30일 발행)을 사용
하여 모든 연수생의 취업현황을 일일이 검토하여 통계를 집계하였다.
1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중앙행정관청으로서 기능이 있어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법전
문가로 어떤 형태로든 입법에 관여한다는 입장에서 이들 모두를 입법관련자로 분류하였고, 금융감독원이나 한
구소비자원 등 입법업무와 성격이 다른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은 제외하였다.
106) 2007년도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의 통계는 제36기 사법연수생 동기회 수첩(2007년 6월 30일 발행)을 사용
하여 모든 연수생의 취업현황을 일일이 검토하여 통계를 집계하였다.
107)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이 소속되어 법전문가로 어떤 형태로든 입법에 관여한다는 입장
에서 이들 모두를 입법관련자로 분류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해양경찰청 등 입법업무와 성격이 다른 행
정관청에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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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법연수생의 입법관련 정부기관에 취업한 구체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참조) 사법연수생 입법관련 정부기관 취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국회사무처

0

0

1

교육과학기술부

0

0

2

감사원

3

4

1

공정거래위원회

2

0

0

국가인권위원회

2

0

0

금융감독위원회

0

1

0

기획예산처

4

0

0

노동부

2

2

0

법무부

1

0

0

법제처

4

1

0

산업자원부

1

0

0

외교통상부

7

1

0

재정경제부

12

0

0

1

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0

통일부

0

1

0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1

0

0

1

1

3

2
987명 중

2
977명 중

0
974명 중

44 명

14명

8명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계

사법연수생 중에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입

법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보다는 소송이나 법률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은 기업에서 입법관련 업무와 관계되어 법전문가를 활용
하고 있다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 아니하다.108)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진로 중에서 선호하는 분야는 각종 국가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학 관련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있는 국가시
험은 국회의 입법고시에 입법과정론이 유일하다. 입법고시에 입법과정론이 시험과
목으로 채택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입법과정론은 일반행정직, 법제직, 재경직 등
108) 다만 기업 내부에서 기업의 정관이나 내부규정 작성 등에는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이 관여하지만 이를 입법
관련 업무로 분류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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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2차과목 중에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전체 2차시험 응시대상 인원 46명
중에서 20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이 43% 정도이다. 응시대상 인원 중에서 응시하는
인원의 비율은 초창기에는 100%이다가 최근에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입법
과정론이 응시생의 합격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있어서 입법학 지식을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법과정론이 선택과목에 머무르고 있고 응시자
도 전체 응시자 중 매우 적은 비율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입법학이 최소한 국회
의 입법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는 필수과목으로 부여되어 입법학을
전공한 사람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법치주의의 확립과 준법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학 관련 분야에 진출하
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시험에 있어서 입법학 관련 과
목에 응시하는 학생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입법학
수강생들을 확보하는 문제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반행정
연 도 응시대상 응시
인원
인원

입법고시 입법과정론 응시자 현황

법

제

재 경

합 계

응시대상
인원

응시
인원

응시대상
인원

응시
인원

응시대상
인원

응시
인원

2009

-

-

4

1

1

-

5

1

2008

1

1

19

4

-

-

20

5

2007

-

-

4

2

-

-

4

2

2006

-

-

2

1

-

-

2

1

2005

-

-

4

2

2

1

6

3

2004

1

1

-

-

-

-

1

1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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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법교육원의 설립

현재 정부입법을 총괄하여 정부입법안에 대한 법령심사를 하고 법제처는 입법계
획을 수립하며 법령해석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입안․운용능력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도 및 중앙부처 법제업무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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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역량을 강화하며, 공법인의 법제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 법률교육,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공법인 법률교육, 중앙행정기관
입법실무 과정,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법률교육 강사 등 지원의 법률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적으로 66개 지역, 12,131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해
설, 자치입법 실무, 행정절차법, 법제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도 법률교육은 대체로 15개 내지 16개 지역,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되었다. 실무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약 90% 정도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은 대체로 15개 내지 16개 지역, 약 40여명
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007년과 2009년에는
100%가 나오는 등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은 대체로 30에서 40여개 기관,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90% 이상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법인
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은 대체로 30여개 기관, 30에서 80여명을 대상으로 4일
내지 2박 3일 등으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에 대해서도 2004년 82.9%가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90% 이상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입법실무과정교육은 대체로 20에서 30여개 기관, 40에서 70명 사이의 인원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법제처가 담당하는 입법학 관련 교육의 업무량이 방대하고 그 깊이도 상당한 전
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학관련 교육은 법제처가
직접 행하기보다는 입법교육원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그 교육의 대상이
나 기간을 확장하고 교육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
용도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교육원을 설립하여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입법교육기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정부기관의 조직도에 의하면 정부입법에 관하여 범정부차원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
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그 업무의 범위에는 입법에 관한 교육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한국법
제연구원이 입법에 관한 교육은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외에 지방행정발전연
구원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 분석 및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관련 교육업무는 담당하
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재 사실상 공백상태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관련 업무
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으로서는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의 산하에 입법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입법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법제처로서는 그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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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현재의 1실5국 체제로서는 이러
한 입법교육을 담당하기는 너무 조직이 왜소하다고 할 수 있고, 현재 이를 전담하
는 부서도 없이 창의정책담당관실 사무관 2인이 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제로는 입법교육이 적기에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는 불가능
하다. 참고로 국회의 자체 입법교육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연수원은 연수부와 연
구부를 두고 정무직 1명, 별정직 4명, 일반직 23명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입법학에
관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어느 정도 체제와 조직을 갖춘 별도의 입법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입법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법제처로서는 법치주의가 강조
되는 현 시대상황에서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너무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법제처는 법령
안 심사나 법령해석 등을 오랜 기간 담당하여 입법기술이나 입법방법 등에는 전문
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입법이론 분야에 속하는 민주주의와 입법의 관
계, 입법과 헌법과의 관계, 입법에 대한 국민,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관여
나 통제 부분에는 취약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또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도 부족
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법제처와 별도의 기관인 입법
교육원을 설립하여 입법학의 이론적 전문가인 교수들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야 하고 또 최소한의 입법학 전문가를 충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입법학 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의 자
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중앙부처 그 자체 보다는 독립된 전문기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의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와는 일정 거리를 두는 기관이
입법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수직적인 행정적 지시보다 법을 더 우선하는 새
로운 행정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입법교육원의 설립은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입법학에 대한
전문가를 확대하여 입법학에 대한 교재의 발간이나 입법학에 대한 교육수요를 증대
시키고 입법학을 수강하는 수강생 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이론과 실무 양 측면
에서 입법학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109)110)

109) 물론 이러한 입법교육원의 설립은 아직 대학에서 입법학에 대한 교육이 정착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상황에
서 타당한 것이고, 장차 대학에서 입법학이 성숙하면 일반 대학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연수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10) 다만 이러한 입법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인 조직형태, 예산 조달방안, 법제처와의 연관구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원론적으로 입법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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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법학의 필요성 홍보

입법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제·개정된 실정법을
대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법해석학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입
법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제 입법학이 법학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입법학의 필요성, 독자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형편이다. 이것
은 우리나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입법학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입법학이 무엇인지, 독자의 학
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입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학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입
법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입법학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은 입법학에 대한 인식 제고 방법과 사실상
겹친다고 하겠다. 먼저 국회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무가에 대하여 입
법학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효용 등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
다. 입법학의 홍보를 위하여 입법실무가를 선발하거나 교육하거나 평가하는데 입법
학에 대한 지식여부를 그 평가 내용의 한 요소로 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둘째, 보다 많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과
목으로 채택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입법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도
록 함으로서 입법학을 홍보할 수 있다.
셋째, 홍보의 측면에서도 입법교육원의 설립과 변호사 시험과목에 입법학이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교육원이 설립되면 그 커리큘럼에 입법학이 포함
되어 입법학에 대한 광범하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일어나 그 중요성에 대하여 홍
보가 자동적으로 될 것이며, 변호사시험에 입법학이 포함되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자인 학생, 교수, 학교직원, 학부모,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대학교 동창 등에게 자연
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홍보방법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한 입법학강의의 활성화, 좋은
입법과 입법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온라인을 이
용한 입법학강의는 교육방송이나 방송통신대학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입법과 입법자에 대한 포상은 매년 법의 날에 시상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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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지금까지 사법시험의 준비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다. 그 결과 법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서 소외되어 국가입법 정책결정에도 비
법전문가들인 행정학자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정착과
확신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비록 법제처나 국회가 최종적인 입법에 관여하였
다고는 하나, 소관 행정부서에서 이미 법안이 작성된 후 사후적으로 법령체제나 법령문
구 등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의 경우에는 통법부(通法府)
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였다.
권위주의 체제 붕괴 후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법제처나 국회의 입법권이 실질화되고
강화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법령안을 입안 심사하면서도 입법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법정책과 입법과정 등에서는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최
근 의원입법의 증대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완벽을 기하지 못함
으로써 해석론에까지 부담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는 입법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시켜, 정부와 학계가 입법학적 기반 위
에 공동으로 국가정책형성에 참여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최고 법전문가들인 법학교수
나 변호사들이 입법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의 입법과정에서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통제와 조정역할을 입법자들이 수행하여 질적으로 좋은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학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학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입법 관련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변
호사를 비롯한 법전문가들의 중요 업무영역으로 입법업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까지 입법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올바르고 좋은 입법이 이루
어져 법치주의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학이 발전하고 입법학 지식이 확대되기 위하여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정립과 실무
적 성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법학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며 정부와 학계가 협동으로 최단기간 내에 입법학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입법학을 발전시키고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입

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개념이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입법학의 기원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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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과 연구방법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학 태동 및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파악
하였다.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근대의 합리주의가 정착한 후 법현상에서 자주 논
의되는 ‘법치주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의 문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법치주의의
양 쪽의 적, 즉 법률 무시의 경향이나 법률 만능의 경향의 항존 함은 바로 이러한
법률과 입법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새로운 현상 중에
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른바 ‘입법홍수’ 또는 ‘지나친 법규범화’라고 표현되는 법
규범의 범람 현상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 복지 등 현대적
의미를 갖는 부문에 대한 엄청난 법률들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이렇게 양산되는 법
률들은 이 부문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통법부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입법권의 원천인 국민의
주권자적 지위는 명목화될 상황에 놓이고, 국민은 그 내용은 물론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엄청난 수의 법규범들의 범람 속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
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많은 연구자들이 입법학을 법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
며, 학문적 기반 위에서 실제 실무에서의 도입을 겨냥한 하나의 학문체계로 정착되
었다. 유럽의 입법학은 초기에는 법학의 영역으로 연구되다가 법해석학으로부터 독
립한 입법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실증적인 방법의 도입, 그리고 영
미 법정책학의 경험주의적 경향의 영향 등으로 법정책학적 방법론이 활성화되는 추
세로 전개되었다.
법과 입법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은 법학 영역에서 획기적인 지평확대는 물론이
고, 법정책을 비롯한 법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였다. 새로이 열린 지평에
필요한 것은 탐구의 방법에서의 다양성과 현실적합성의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현대 국가에서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가진 법규범의 보다 합리적인 해석과 입
법론을 제시하고자, 입법과 관련된 사실들을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법규
범의 합리적 실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계기를 밝혀줌으로써 어떤 법정책적 가치판단
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보다 낳은 입법을 위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입법학은 중요하게 인식되
었다.
입법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확정지을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법학에 다양
한 연구 방법과 다차원적인 관점, 특히 입법정책학적 방법론, 법사회학적 방법론 등
이 도입되면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사회 변화에
서, 이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기존 법체계 내로, 그리고 법 내용 안으
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 변화를 위해 각종의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
하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법 제정 그리고 법 폐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입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
에서 입법 내용의 실질적 결정자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규정된 것들보다 더 깊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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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 생성과 효력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작용하
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의 분석과 평가가 바로 입법연구의 중심 주제의 하나로 여
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학의 연구 대상으로는 입법이론, 입법기구, 입법과정, 그리고 입
법기술을 들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전개되는 입법학의 대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을 구체적 주제로 나누어 보면, 규범의 내용, 규범의 형태, 규범 제정의
방법, 그리고 규범 제정의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왔다. 입법학 연구 방향에 따라 입법
학의 연구 대상을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영
역은 ‘이론적 법학으로서 입법학’,‘입법과 법률개념에 관한 연구’,‘법정책학적 논증’,
‘입법이론’ 등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입법에 관한 보편
적인 원칙을 찾아보려는 입법 원칙 논의도 이론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입
법 연구에 있어서 실천적 연구로는 주로 입법과정 연구, 입법방법 연구, 입법기술
연구, 입법제도 연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학과 관련하여, 1980년대부터 입법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지난 20여 년간에 주목할 만한 것은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국회와 정부(법
제처, 법제연구원)의 입법전문가들의 입법학 연구 역량의 성장을 들 수 있고, 석박
사 학위과정의 법과대학원들에서 상당수 입법학을 개설하고 ‘사단법인 한국입법학
회’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입법학연구’ 등 입법학 전문 학술지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등 입법학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확산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학 연구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은 여전히 또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록 한국입법학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입법학 연구는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둘째, 입법학의 부문별 연구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부문을 입법이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론 포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
으로 나누어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입법학 관련 간행물과 단행본 및 연구실적 현
황을 파악하고, 한국입법학회 등 관련 학술활동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입법학에 관하여 조사된 연구자료의 전체 숫자는 165자료이고 이중에서 논문자
료가 93자료, 단행본 자료가 72자료이었다. 총론자료는 논문자료가 18자료, 단행본
자료가 6자료이었다. 입법과정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28자료, 단행본 자료가 7자료
이었다. 입법방법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3자료, 단행본 자료가 2자료이었다, 입법기
술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11자료, 단행본 자료가 20자료이었다, 입법평가론 자료는
논문자료가 12자료, 단행본 자료가 18자료이었다. 기타 자료는 논문자료가 21자료,
단행본 자료가 19자료이었다.
이러한 연구자료의 숫자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입법학의 선진국에 비하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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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만한 것은 아니나 한국 입법학이 본격적인 괘도에 진입하였다고 할 만한 정도이
다. 단일분야로서는 입법과정 부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입법기술 부분, 입법
평가 부분, 총론 부분, 입법방법 순이었다. 역시 입법학의 가장 핵심되는 입법과정
부분이 연구자료의 숫자에서도 가장 많았고,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활성화된 입법
평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특징적이었다.
셋째, 입법학 교육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법과대학의 학부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조사하고 분석(교과과정의 세부내
용과 강의계획서 및 교재, 교수방법론 등 포함)하였다. 입법학 강의를 위하여 입법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입법학 관련 연구업적이 있어 입법학 강의가 가능한 교수
등 현황(법제처와 법제연구원 및 국회사무처의 실무인력 중 강의가능자 포함)을 파악하
였다.
대학의 법학과 학부 차원에서는 전국 90개 이상이 학부과정에서 건국대학교와 서
울대학교에 입법학이 개설되어 운영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제로 강의를 담당한
교수로는 입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의 특성상 입법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은 중요하다거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법학 과목의 개설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의 입법학 강좌는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12개
대학원에서 15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학원 중 48%가 입법학관련
강좌를 개설하였거나 개설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의의 제목으로는 입법학이
6강좌, 입법과정론이 2강좌, 법정책학(법정책 세미나 포함)이 4강좌이었고, 입법평
가론이 1강좌, 형사입법론 1강좌, 자치입법실무 1강좌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입법학
관련 과목은 공법학 관련과목으로 분류되고 헌법 등의 기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2학년 이상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법학 강의를 위한 표준적인 커리큘럼 내용으로는 먼저 입법학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법과 입법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입법학의 의의와 역사, 관련되는 개념인
정책학이나 정치학, 법해석학과의 차이점 등을 들고, 다음으로는 입법주체와 관련하
여 권력분립,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당이나 시민단체, 이익단체, 로
비스트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
지는가 하는 입법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법의 방법인 해석학적 입법학, 법정책
학이나 사회학적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입법원칙인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합성의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법기술론과 입법평가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법에 대한 통제를 입법학의 주요한 내용으로 설명하여 위헌
법률심판,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안 작성 등 실제 실
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재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입법학의 강의내용을 고려하여 표준적인 커리큘럼의 안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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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학부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학 관련 교재로서는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과 임종훈·박수철 공저, 입법과정론(제3판), 박영사,
2006 등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외국어로 된 교재로는 영어교재인 Philippe Thion
et al. ed., Legislation in Context, Ashgate, 2009와 Luc Witgens et al. ed.,
Legiprudence: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Legislation, Hart Publishing,
2003 그리고 . William N. Eskridge, Jr., Philip P. Frickey, Elizabeth Garrett 공
저,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Foundation Press, 2000 등이 있
다. 독어로 된 교재로는 U,Karpen, H Hill, H Schneider 등의 교재를 소개하고 있
는 상황이다. 보조교재로서

매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논문, 관련법령, 각종 입법

공청회 자료집, 각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국회 회의록, 현안과 관련
된 사실 및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 법학과 학부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직까지 강의에 적합한 강의교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의자들마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입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학 관련 강의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입법학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표준적인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법과대학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 상 입법학을 강의하는 교수
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학부에 3명, 대학원에 11명인데 이중 중복되는 2명을 제
외하면 모두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교수로 법학교수회 수첩에 등재된 92개
법학과와 비법학과 소속 합계 1,000명이 넘는 교수들 숫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숫자이다. 하지만 입법학관련 연구자료에서 입법학관련 연구업적을 가진 전문가의
숫자는 50여명에 이르러 앞의 교수 수보다는 약 4배나 많은 숫자이다. 이 전문가
그룹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국회나 법제처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 입법업무에 종사
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입법학 관련한 실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국회, 법제처의 실무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입법학관련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향후 이론만이 아니고 입법학
실무 교육을 위하여 입법실무 수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제휴 현황을 파악(인턴제 등)
하였다.
현재 법제처와 국회에서 입법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입법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 법률교육,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
육, 공법인 법률교육, 중앙행정기관 입법실무 과정,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법률교육
강사 등 지원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그 숫자도
2009년도만 12,131명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심으로 되어 입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입법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 외에 지방의회, 교사 기타 국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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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극회와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국회인턴 대학
생이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제처와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실무교육은 입법기관, 입법담
당자,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입법실무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입법절차, 법령체계,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국회입법과정, 행정소
송실무 등 입법실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법이론 부분은 빠져 있다. 또 그 기
간도 매우 짧고 강사도 실무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이론이 결여된 입법
실무교육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입법에 전문지식을 더욱 함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간도 널리고 입법학 교수들도 참여하여 입법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강의내용에는 전혀 입법학 과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
만 전문분야 실무수습으로 1개월간 입법관련 기관인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서
수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도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은 114개 기관이었는
데 이 중 입법학과 관련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전체 실무수습기관의 6%에도 미

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실무수습기간도 1개월로 매우 짧고 수습연수생수도 전체
1,000명 중 8명으로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연수생의 희망에
의하여 비로소 입법 관련 실무수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국회와 관련하여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사
법연수생 스스로가 자원하여 입법학관련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실무수습을 받는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변호사 직역확대라는 차원에서
도 사법연수원에서 직접 입법학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실습기관도 보다 확대하
고 실습기간도 보다 장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학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학의 실태분석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학계만이 아니고 국회나 정부 등 입법실
무계에서 입법학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시민단체, 한국법제연구원에
서 입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학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가 새로운 학문으로서 입법학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왜냐하면 입법학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적응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실제 입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입법해석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의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입법학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실무교재만이 아니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표준적인 교재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
였다.

설문에 따르면, 입법학의 내용으로 입법평가론>입법과정론>입법방법론=입법

기술론>입법분석론>기타의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과정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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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법평가론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부 입법전문
가들은 입법평가론을 입법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
였다. 또한, 대부분 입법담당 전문가의 수가 적음을 지적하였지만 각종 국가시험에
입법학을 포함시키는데 대하여는 입법학의 개념,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서 입법학의 선진국인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입법학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
다. 그리하여 각 국의 입법학 내용의 특색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지적하
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75개 로스쿨을 전수 조사하여 입법학 강의의 현황을 파악하였
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대학의 커리큘럼을 직접 조사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 등 유명 로스쿨에서는 거의 대부
분 입법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수의 입법학 서적이 출판되었고, 로스쿨
교수들에서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순수한 실무가가
강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체 교수진에 의하여 강의가 되고 있다. 입법학의 비중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거나 평균적인 학점 이상을 부여하여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
다.
미국 입법학 강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기관, 입법과정, 입법행태 등 실증과학적
인 요소를 주로 교육하고 있다.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제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파악
하여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적 기관과 실질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
나 이익단체, 로비스트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입법이 실제 국가나 사회 구
성원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로서 입법의 정당화와 공익의 확보 등에 대하여도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입법과정과 입법해석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많다.
미국 입법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사례와 실습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론강
좌인 경우에도 실제 과거의 입법사례를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사례연습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클리닉 강좌도 미국 법학교육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
다. 주로 공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객으로 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독일에서의 입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주요대학교에서 개설된
2008년과 2009년의 강좌내용을 조사하였다.

입법학 관련 세미나 등이 개설되는

경우가 적으며, 개설된 과목도 수강생의 부족으로 인하여 폐강되는 경우가 자주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에 입법학회 회원 수가 점차 감소(2006년 현재 약
240여명으로 10년간 100여명이 감소하였음)하고 있었다. 훔볼트대학교와 슈파이어
공행정연구소에서 입법학 관련 강의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훔볼트대학교가 여름학
기와 겨울학기를 통하여 강의를 다양한 강의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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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련 대학교의 강의내용과 최근에 발간되는 입법학 관련 서적의 내용은 입법학
이론 보다 입법방법, 입법기술, 입법평가에 치중되어 있었다. 독일에서의 입법학은
입법평가 등 실무분야를 제외하고는 한마디로 정체 내지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입법학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입법학 이론과 실무의
협동과 결합이다. 먼저 대학에서 입법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입법작업에 있어서
의 상담, 법령의 초안 작성, 법령초안의 편집·수정, 법령해설 작성에 있어서의 조언,
법령초안의 규범적합성과 입법기술적합성에 관한 심사 등을 하며 이를 전수하고 있
다. 제네바대학은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법발견연구, 입법기술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입법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 대학에서의 입법학 강의도 상당히 실무적이 성격이 강하여 법제방법론,
법령편집론 등의 강좌명으로 강의가 행하여지고, 입법학세미나는 연방법무성의 행
정공무원이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등 실무자의 참여가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e-러닝 입법학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타 정규 학생외의 사
람들을 대상으로도 입법학이 강의되고 있다. 특히, 제네바대학의 입법관련 교육과정
에서는 입법학과 관련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는 약 40년이 앞서 입법학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수의 입법학 서적이 출판되었고, 전문가도 이론이나 실무 양측면에서 많아 강의 가
능한 교수진은 적지 않은 편이다. 일본에서 입법학은 일본 74개의 로스쿨이 있은
대학을 조사한 결과 2009년도에 학부나 대학원에서 입법학관련 강좌가 있는 대학
은 1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개설 대학원의 비중이 23%로 나타났다. 순수 법학대
학원에 개설되는 숫자는 9개 법학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강좌
이상 개설 대학교 숫자는 6개 대학원으로 나타났다. 입법학 관련 강좌개설 수는 모
두 31개로 조사되었는데, 학부 및 일반대학원에 20개 강좌, 그리고 법학대학원에
11개 강좌가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학, 입법과정론, 법정책, 입법정책 등

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었다. 특이한 내용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는 무려 10강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입법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입법학의 특징은 실무와의 연계 학제 간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그리하여 입법학이란 이름보다는 입법과정이나 혹은 법정책학으로 소개되어
강의되고 있다.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를 강
의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다만 일본 로스쿨이 기형적 형태가 되어 일본 법학교
육이 수험법학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입법학 교육이 활발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하루 빨리 입법학연구의 질과 양을 넓히고 높혀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을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강의할 필요가
있다. 발달한 외국의 입법학 방법론을 참고로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입법
학 연구를 진행하고 실무와 연계된 강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학 교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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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단순히 교재에 의존하는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구체적인 입법사례를
가져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습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클리닉 강좌의 도입도 절실하다. 이러한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입법학을 개
념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학문으로 의식
할 수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 가능하면 주로 공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
객으로 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법제처나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실습을 나가서 실제 입법에 관
여하는 자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강좌교수와 실습 지도강사의
의견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입법학에 대한 현황과 실태의 분석이 행하여진 다음에는 이를 기초로 위
라나라 입법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학에 대한 몇 가지 발전방안과 정책지
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학의 발전 방안(법제실무 및 국회입법과의 연계 제고 방안)으로는 먼저 입법학의
구체적 내용을 설계, 구성하고 입법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입법학 교
재에 포함되어야 할 표준적 내용을 모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분석
하고, 표준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지적하여 교재내용의 대강을 제안
하였다. 국내 대학의 기존 입법학 커리큘럼과 외국의 입법학 관련 교재 내용을 참조하
고 법제실무의 현황과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학의 내용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입법학의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으로는 현행제도의 미비
점을 최단기간 내에 보완하여 입법학이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무적 활용도 측면에
서 제 기능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의 입법학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방안, 입법학 강의
가능 교수요원의 확보방안, 입법학 표준적 교재 준비, 입법학 실무를 익히기 위한 실무
교육방안, 입법학에 대한 교육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수강생 증대나 교육기회 확대 방안,
기존의 사법연수원 졸업생이나 기타 입법학 전공자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의 취업
진출방안, 입법학 교육을 위한 전문적 교육기관의 정부 내 설립방안, 입법학에 대한 적
극적 홍보방안 등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입법
학의 학문적 완성도와 교육적 가능성, 실무적 응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지원방안의
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관하여 과학
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입법학의 구체적 이론적 쟁점이나 개별 사항에 대한 심
도 있는 개별적 분석은 본연구가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성
격에 비추어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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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권고 사항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입법실무와 입법교육에서의 입법학 실태현
황과 외국에서의 입법학 상황 등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학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이 보충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입
법학의 발전을 의하여 학계와 정부 모두 다 같이 노력하여 부족 부분을 보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 중에는 주로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
지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보다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부분을 적시하고 그
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입법학의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법학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그리고

법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인식제고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회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무가들에 대하여 입법학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

은 이들을 입법전문가로 리쿠르트 하기 전에 사전 선발과정에서 입법학에 대한 인
식이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선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선발고사의
한 부분으로 하여 입법학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행정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나 국회 일반직 공무원 채용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선발에 있
어서 입법학에 대한 지식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입법고시에서만 선택
과목으로 입법과정론이 있는데, 입법학 관련 과목을 행정고시의 일반행정직이나 법
제연구원 채용시험 등 보다 더 많은 입법관련 종사자의 선발시험에 시험과목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전문가로 이미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무 교육을 통하
여 입법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의
법제교육에서 입법학 관련 교육을 넓고도 깊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
무교육은 입법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정이 있은 후 실제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교육이나 직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
을 받도록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법학 관련 학생들에게 제고하기 위하여서 법과대학
에서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입법학 관련 강좌를 최대한 많이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부에서 입법전문가
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대학의 경
우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같이 필수과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법
연수원에서 현재 입법학 관련 교육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입법학이 최소한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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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라도 하루빨리 개설되도록 행정부가 사법연수원 당국에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셋째, 입법학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입법학을 법전문
가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으로 하루빨리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방
법은 현실적으로 입법학에 대한 인식을 가장 빨리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행정
학이 행정고등고시에 시험과목으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예를 보더라도 입법학이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된다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민주화 이후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법을 통한 사회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입법학을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으
로 채택하여 국가공동체가 원하는 바른법, 더 좋은 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입법학강의를 담당할 교수진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입법실무가들에게 대학에서 입법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
여야 한다. 국회나 법제처 그리고 법제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실무에 상당
기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대학에서 입법학 관련 겸임교수나 초빙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급여는 대학에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에게 유급이나 무급휴직을 일정기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
구원 등에 파견되어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연구관이나 헌법
연구관으로 교수들이 일정기간 임명되어 일반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관여하여 실무
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데, 입법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가 법제처의 법제관이나 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으로 일정기간 임명되어 정부 입법안의 검토나 법제업무에 관련하여 실무적이면서
도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입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의정연수원이나 법제처의 입
법관련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
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는 이들 교육의 대부분을 관련 기관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부분을 대학교수에게 의뢰하여 대학과 실무계 사이에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대학교수들도 이론만이 아니고 실무현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나 법제처 혹은 법제연구원에서 입법학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직원을 자체 예산으로 대학원과정에 재학하게 하여 장래의 입법학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함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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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입법을 위한 원래의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근무 후 전
문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3) 입법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확보하고 입법학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행
하여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교육방송 등을 이용한 온라인 입법교육방법을 도입하도록 하
여야 한다. 시간이 없어 정규 교육기관에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이용하여 강의하도록 하여 이들이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실무에 관여하는 중앙이나 지방의
많은 공무원들은 본연의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
록 할 수 있다. 스위스와 같이 소정의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특별한 자격증명
을 주어 채용이나 승진시에 입법학 수강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이 입법학과 관련한 실무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실무수습기관을 지정하고 대학원생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실무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위한 정부 내 교육담당자와 행정담당자를 지정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교육
의 교육담당자는 실제 입법에 오랜 기간 관여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무전
문가로 하되 실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학생의 성적에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입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법교육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입법학관련 교육은 법제처가 직접 행하기보다는 입법교육원을 설립하여 독자적으
로 추진하고 그 교육의 대상이나 기간을 확장하고 교육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내용
의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도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부 차원에서 입법교육은

법제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시․도 법률교육, 시․

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공법인 법률교육, 중앙행정기관 입
법실무 과정, 지방자치단체 등 자방자치단체 법률교육 강사 지원 법률교육 등 많은
내용의 입법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제처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
은 교육종류가 다양하고 그 교육의 만족도도 높지만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
고 실무적 전문성과 학문적 깊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입법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직접
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법제처의 창의정책담당관실 공무원 2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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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아주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 의정연수원의 조직의 운영을 참고 모델로 하여 법제처 산하에 입
법교육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제연구원이나 지방행정발전
연구원에서 입법교육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교육원의 설립은 시급
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6) 입법학 전공자들의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의 법제담당관을 입
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은 전통적인 송무 중심의 법률
가 양성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영역에 종사할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졸업 후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역(職域)이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학생들
이 상당수 법제처나 국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입법업무 담당자로 채용되고 있지
만 그 수는 졸업자 대비 0.8% 정도에 머무는 극히 미미한 숫자이다.
입법학을 발전시키려면 이 숫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 각 부처의
법제담당관을 입법학을 수강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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