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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계속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사업에 의거하여 많은 결과는 있었으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불편사항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러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과학
적이고, 체계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그 결과 현행 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나 대안의 제시가 미흡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효율적이
고 적절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불편법령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나 각종 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존하면서 단기계획에 치중한 단편적인 체계였다. 이
는 국민불편법령의 개선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거쳐 필요한 정비대상 법령 또는 규정을 결정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전략적인 평
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법규범
의 과학화, 체계화,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스위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미 이 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으로 나눈다. 이 중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법률의 제․개정 당시 목적이 제
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률에 대한 개정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은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후적 입법평가와 동일한 취지와 결과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현
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후적 입법평가(예를 들면,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도화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현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보다 체계화, 효율화하기 위하여 스위스나 독일에서 실
시하고 있는 입법평가, 특히 사후적 입법평가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결과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후입법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 또는 법
조문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틀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1.입법 목적의 실현성, 2.국민의 불편 여부(부작용 발생
여부), 3.법적 정합성․체계성, 4.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5.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6.사전평가 시의 적용기준 충족 등이 큰 기준이 되고, 각각의 큰 기준에 대하여 또 다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주의사항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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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s geht hier um die Referat über das Methodenkriterium der Veränderungs- oder
der

Abhebungsmöglichkeit

in

den

das

Volksleben

beeinträchtigenden

Gesetze.

Ministerium für die Gesetzgebungsangelegenheit in Korea(MGAK) bemüht bisher sich
um die Ausstreichen der das Leben der Bürgern beeinträchtigenden Gesetze oder
Vorschriften. Demzufolge hat es zwar einigen Ergebnissen. Aber es gibt dabei keine
objektiven Kriterien für die Findung der Gründe in den Gesetz oder der Vorschriften,
die Unbequemlichkeit im Alltagsleben oder im Wirtschaftsleben zu verursachen. Denn
es magelt an den objekten bestimmten Kriterien für die Evaluation und den sich damit
befassende Fachleuchte. Deswegen gibt das MGAK keine die synthetische und
langdauende Lösungen.
Die Findung der im Volksleben Unbeqruemheit verursachenden Gesetze sind bisher
abhängig nur von dem Vorschläge durch die Bürger oder durch die bürgelichen
Körperschaften.

Solche

sind

nur

die

kurzfristige

und

einfache

Planung.

Die

restropektive Gesetzfolgenabschätzung für solche Proleme könnte eine Lösungen sein.
Heutzutage werden die Gesetzfolgenabschätzungstherie (Prospektive-, Begleitendeund

Retrospektive

Gesetzfolgenabschätzung)

oft

von

den

koreanischen

Wissenschaftlern erörtern. Die Gesetzfolgenabschätzung sind für die Systemanalyse
und die effiziente Gesetzgebung schon in der europäischen Ländern (z.B. Schweiz,
Deutschland usw.) durchgeführt. Davon soll die retrospektive Gesetzfolgenabschätzung
eingetretenen Folgen einer Rechtsvorschrift ermittelen. Durch solche Ermittlung kann
die Gesetzgeber das Bedürfnis nach der Veränderung oder der Ausstreichen der
Vorschriften bestätigen. Und die Hauptaufgabe des MGAK ist nicht anders, d.h. die
Findung des in bürgerlichen Leben ein Unbequemheit verursachende Gesetze und
solche Unbequemheit abheben oder verändern lassen. In diesem Seitpunkt haben das
MGAK den gleiche Ziel wie der Fall von die retrospektiv Gesetzfolgenabschätzng
(rGPA).
Der Ziel dieser Untersuchung liegt darin, dass ob die rGPA (z.B. in der Seite vom
Gegenstand des Evaluation, den Kriterien der Evaluation, der Institionalisieung)

im

vom MGAK durchführenden Projekt anwedung finden kann.
Das Ergebniss von dieser Untersung könnte einige Findungskriterien für die den
Bürgern beeinträchtigen Gesetze vorschlagen. Die grosse Kriterien, die als ein

- ii -

Ergebniss von dieser Untersuchung herausgefindet werden. sind in der Folgende: Im
Mittelpunkt der Untersuchung steht dabei der Zeilereireichungsgrad. Daneben gilt es,
die Prüfkriterien Kostenentwicklungen, Kosten. Effekte, Akzeptanz, Priktikabilität und
Nebeneffete

zu

berücksichtigen.

Je

nach

Ergebnisss

der

Evaluation

kann ein

Novollierungsbedarf idenfiziert werden oder die gewünschte Effentivität und Effizienz
des Gesetzes bestä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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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법치국가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민생
활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이 법치국가원리상 요구되는 규제요건의 명백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각종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에 대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로 불편을 주는 경우, 헌법 제10조에서 유추되는 국가의 과소보
호금지원칙에 반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해당 국민의 권익행사에 불편을 주
는 경우 또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여 행정편의주의에 흐르는 등 법치행정의 목적인 기본권
의 최대보장과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을 통하여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여 「농막의
설치부담 완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불편사항을
사후에 과학적,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과학화, 체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규범의 과학화, 체계화, 효율화를 위하여 스위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은 사후적 입법평가와 유사한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후적 입법평가의 활용가
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예를 들면,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도화 등)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현행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개선안으로 구체적인 국민불편법령의 개폐여부에 대
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에 국민생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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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주는 법령,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이
대상이므로 세 종류의 법령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
반적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절차,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주체, 국민불편법령사업 대상
의 선정기준, 국민불편법령의 개폐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국민불편법령개폐의 평가방법, 효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하의 각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
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을 신설하였으
며, 정부입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여 「농막
의 설치부담 완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불편사항
을 사후에 과학적,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
한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입법평가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현대에 들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규제나 입법화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세계 각 국에서는 ‘보다 나은 규제’나 ‘보다 나은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초부터 독일이나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가 소개되어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논
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의 논의현황, 입법평가의 유형, 평가기준, 평가방법, 절차 등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평가의 체계화, 효
율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스위스와 독일의 입법평
가, 특히 사후적 입법평가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적
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특히 사후적 입법평가와 유사한 현행의 평가제도, 사
후적 입법평가의 대상 선정기준, 사후적 입법평가의 담당 주체, 절차, 평가기준, 효력 등을 살
펴보고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현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부업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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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종전 법령정비사업의 개요

종전에는 법제처에 법제처장의 자문기구인 법제정비위원회를 두고, 법령신문고,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언론, 개인 등이 제시한 정비 의견과 법제처 자체 정비 의견에 대해
논의한 후 법령정비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정비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법제처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법령정비사업은 2006년 말까지 법제처 차장이 위원장
이 되고 각 부․처․청의 1급 실장(급)이 위원이 되는 법령정비위원회와 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된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법제처 차장
이 위원장이 법제정비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 10명과 법제처 실국장 4명을 위원으로 하여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중점 법제정비 과제의 선정, 중점 법제정비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
에 응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1)
종전의 법령정비사업은 제안자가 제시한 문제점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 위
주로 문제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법령이나 규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기준
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의 달성이라든지, 법령 또는 규정의 현실타당성이나 실효성 등을 점검
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다.
이러한 기존의 법령정비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수의 낡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이 효
력을 지속하게 되었고, 그것이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나 활동에
부담을 주고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
도 제대로 된 법령정비 없이는 정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 종전의 법령정비사업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추진연혁은 다음과 같다.3)

1)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59쪽.
2)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60쪽.
3)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홈페이지(http://inglaw.moleg.go.kr/PS/bulpyeonIntro.do)의 추진경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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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6

「법령정비위원회」구성, 범정부적 법령정비사업 추진

•

1995. 8

「법제업무운영규정」공포·시행으로 체계적 법령정비사업 추진

•

1996. 6

•

2000. 2

「법령신문고」설치, 국민의 법령정비의견 수렴

•

2007. 2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정비위원회」로 개편

•

2008. 3

민간위원이 참석하는「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구성·운영

법령정비 전담조직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신설 및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설치

•

2008. 5

「법제정비위원회」를「정부입법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

제2절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추진배경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
다. 이것은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마련하여 선진법제를 구현하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전면적인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과 1년 이내의 단계별 계획을 세워 규제개혁을 통한 법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법제개선을 시장의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기업 등의 비
용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는 섬기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 국민중심의 법문화를 조성하여 법과 원칙이 준수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 중심의 법문화를 조성하
는 것의 핵심은 법령의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일등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과 기업이 불편하
다고 느끼는 법령을 잘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과 시급성을 파악하는 한편, 각 기관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중 미진하면서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대안을 마
련하고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정부 내 입법을 총괄
하는 기관으로서 2008년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법령을 국민의 눈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제개선
4)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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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보고하였다. 대통령도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을 법제처가 일체 점검해서 분석․검토한
후 각 부처에 통보해 주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법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기존의 법령정비사업을 확대․개편하
여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5)

•

2008. 5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1차) 국무회의 보고 및 법령정비

•

2008. 7

행정제재처분합리화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차 회의보고 및 후속조치

•

2008. 7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2차) 국무회의 보고 및 법령정비

•

2008.12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3차) 국무회의 보고 및 법령정비

•

2009. 1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 보고

•

2009.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발령

•

2009. 6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4차) 국무회의 보고 및 법령정비

제3절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추진체계와 추진절차

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의 설치
이명박 정부에 들어 법제처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폐지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 3월 27일에 일반국민들이 불편법령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불편법
령개폐센터’를 설치하였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은 종전과 같이 단순한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전체적 시각에서 국민불편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 적극
적인 부처협의,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신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담조직인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을 신
5)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홈페이지(http://inglaw.moleg.go.kr/PS/bulpyeonIntro.do)의 추진경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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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였다. 기존의 법령정비사업은 법령총괄담당관 소속의 사무관 1명이 담당하였는데, 국
민불편법령개폐팀은 팀장(서기관) 1명, 사무관 4명, 주무관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하
였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은 기획조정관실에 소속되어 전체 법령정비를 기획․총괄하고 있
다.6)

3. 정부입법자문위원회의 운영
법제처는 기존의 법제정비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정부입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여 법제정비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 방향의 설정, 국민생활과
기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의 전면적 개선, 주요 쟁점법안의 조정·방향의 설정
등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추진절차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출범하면서 법령정비의 추진절차도 개선되었다. 국민, 기업 등
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의견은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선별작업을 거쳐 내부 전문가의 법
적·전문적 검토를 받은 후, 법령합동심사회의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등의 토의 또는 자문
을 거쳐 정비과제로 최종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정비대상과제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일정대로 정
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국무총리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령정비사업을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7)

<그림 1>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추진절차

6) 법제처(편),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2009), 44쪽.
7) 법제처(편),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2009),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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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비사업을 개선하여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바꾸었고,
현재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사후
적 입법평가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입법평가 적용의 관
점에서 보면, 현재의 국민불편법령개폐제도의 운영과 검토․분석 등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
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에 대한 객관적․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
한 정부 등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별 평가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행 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나 대안의 제시가 미흡하고,
종합적․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절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8)
그동안 국민법령의 발굴은 국민이나 각종 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존하면서 단기계획에
치중한 단편적인 체계였다. 즉 국민불편법령 선정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
합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거쳐 필요한 정비대상 법령 또는 규정을 선정하고 있는 집중적으
로 정비하는 등 전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발굴된 법령정비 사항의 개선체
계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법제처가 주관하는 법령정비 절차를 보면,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과
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정비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선정된 법령정비 과제가 반영되지 않거나 각 부처의 여건 등에 따라 법령정비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
우 개선을 촉구하는 방법 외에 법령정비를 강제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법령정비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9)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 이러한 입법평가
의 논의배경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입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보
다 나은 입법을 위하여 입법의 과학화, 합리화가 필요하고, 입법평가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
8)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93-94쪽.
9)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롯하여 부패영향평가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 법안비용추계제도, 갈등영향분
석제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
법평가제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다. 향후 입법평가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다양한 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다양한 평가제도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23-25쪽 <입법평가의 개념과 체계 등> 참조.
10) 최근(2000년 초부터 2009년까지)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입법평가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김수용, 『입법평가지
침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9) 부록: 입법평가 연구 현황(2002~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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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행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은 입법평가의 유형 중 사후적 입법평가와 유사하다.11) 사후적 입법
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그 중 특히 비용․편익분석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법령의 시행 이후에 당초 법령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를 측
정하는데 유용하다. 현행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후적 입법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주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 법령의 범위와 선정기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사후적 입법평가의
법제화 방안, 사후적 입법평가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후적 평가업무와의 중복
성,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에 사후적 입법평가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량의 증가
및 그에 따른 필요조직의 산정 등에 대한 것이다.12)
이하에서는 2000년 초 경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 특히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의 논의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뒤, 현행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개
선방안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1)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94-95쪽.
12)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한국법제연구원 국
정성과평가 정책토론회)』(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3.29),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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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법평가 일반13)
제1절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논의 현황
현대에 들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규제나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지나
친 규제나 입법화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세
계 각국에서는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나 ‘보다 나은 법률(Better Law)’에 대
한 논의와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의 하나로 1998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는 행정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과 별도로
2000년 초부터 독일이나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
(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가 소개되어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활발하
게 하고 있다.14) 그러나 대부분 입법평가의 필요성 등 일반론에 관한 것으로 입법평가의
개념, 방법,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스위스와 독일 등의 입법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입법평가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도 박사는 “일반적으로 입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적 조치에 대한 평가, 즉 실질적 의미
에서의 법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 경우 ‘법형식을 구비한 규범’이 전체 적용영역에
대하여 미치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의도적 및 비의도적 영향 전반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전적, 병행적 및 사후적 평가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15)라고 한다. 정창화 교
수는 “법의 실효성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편익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
의 기법을 입법에 도입하여 입법행위의 실시,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행하는 것”16)이
13) 이하의 내용은 박영도/장병일(역), 입법평가 입문: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7);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 Gesetze, Verordnungen,
Verwaltungsvorschriften (Baden-Baden: Nomos, 2001); 김수용,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
구원, 2009)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14)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입법평가연구』 창간호(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9.6.). 8쪽. 영미법
계 국가의 규제영향평가제도와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제도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입법평가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김수용, 『입법평가지
침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9) 부록: 입법평가 연구 현황(2002~2009) 참조.
15) 박영도, 『입법학 입문』(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534-535쪽.
16) 정창화,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GFA 평가방법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
권 2호(2007. 8.), 100쪽. 정창화 교수는 입법영향평가(GFA)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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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신상환 법제관은 “입법과정에서 혁신적인 과학기법을 도입하는 것”17)이라고 한
다.
최윤철 교수는 “㉠ 최광의의 입법평가는 법률제정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로,
구체적인 법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회 및 정부 입법자에 대한 평가,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나아가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익단체, 사회단체를 모두 포괄한
다. 입법평가를 최광의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사
실상 아무것도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 광의의 입법평가는 법규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하여 규범의 효과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입법자 및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입법자의 입법관련 행위평가 및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게 된다. ㉢ 협의의 입법평가는 법규에 대한 평가와 입법과
정에 대한 평가, ㉣ 최협의의 입법평가는 법규에 대한 평가이다. 입법평가는 법규를 그 평
가의 직접 대상으로 하여 법규의 제정자, 법규의 제정과정, 여러 영역의 영향에 대한 평가
를 하여 보다 나은 법규를 산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8)라고 한다.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입법평가의 개념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아래의 <표 1>
참조).19) 향후에는 입법평가의 개념, 방법, 기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표 1> 입법평가의 개념
연구자

대상

평가영역 등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의도적 및
비의도적 영향 전반
법의 실효성(법사회학), 입법비용
과 편익(법경제학)

박영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대한 평가

정창화

입법행위의 실시, 효과

신상환

입법과정

최윤철

㉠ 최광의=법률제정과 관련한 모든 부
분에 대한 평가(구체적인 법규+의회
및 정부 입법자+입법과정+입법에 영
향을 미치는 각종 이익단체, 사회단체 여러 영역의 영향
㉡ 광의= 법규+입법자+입법과정
㉢ 협의=법규+입법과정
㉣ 최협의=법규

혁신적인 과학기법

17) 신상환,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법제』 제540호(2002. 12.), 46쪽. 신상환은 우리나라의 기존 법제업무, 정부 각 분야의 평가, 헌법재판소의 법
령의 사후적 심사 등 을 입법평가의 하나로 보고 있다.
18) 최윤철, 「법치국가 실현수단으로서의 입법평가」,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개혁패널(편), 『법치가 선진화의 길이다』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 50-52쪽.
19) 김수용,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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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법평가 유형

입법평가는 각 국가의 입법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일반
적으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단계와 제정․시행된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사전적 입법
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전 단
계를 사전적 입법평가로, 법률안의 단계를 병행적 입법평가로, 법률안이 공포․시행된 이
후의 단계를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입법평가의 유형별 구분은 이론상 가능한 것이고, 실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독일식으로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어서 평가
하더라도 세 가지 유형의 입법평가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 관계를 가지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법률 내지 법규정이 문제가 있어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였을 경
우,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법률 내지 법규정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정
혹은 폐지 할 것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개정 혹은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될 경
우, 사전적 입법평가나 병행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식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나은지, 독일식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독일식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간략하
게 살펴보도록 한다.

제3절 사전적 입법평가

1. 개념
사전적 입법평가(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pGFA)는 법률초안을 작성
하기 이전단계에서 장래를 향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을 개발하고, 각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규율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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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사전적 입법평가를 하는 목적은 이를 통하여 ㉠ 법형식을 통한 규율의 필요성을 산출
하기 위하여, ㉡ 규율대안의 개발과 개발된 규율대안의 예상결과(효과, 저항, 사회적 발
달)를 고려한 후 비교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 규율대안의 합목적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3. 평가시 제기되는 질문
사전적 입법평가시 제기되는 질문은 ㉠ 어느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규율의 필요성이 존
재하는가, ㉡ 규율영역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 어떠한 대안에 의한 규율가능성이 존
재하며, 장래에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가, ㉣ 가장 최적의 규율대안은 어떤 것인가 등이
다.

4. 평가의 결과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 규율대안의 예상가능한 결과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음,
㉡ 예상되는 부담과 면제를 지적할 수 있음, ㉢ 규율대안의 최적 목표달성을 지원할 수
있음, ㉣ 최적의 규율대안으로 제정할 수 있는 법형식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5. 진행방식
사전적 입법평가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구상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진행된
다. 각 단계와 실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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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전입법평가의 진행단계

▷ 규율범위를 분석
구
상
단
계

▷ 정치적 목표를 명확하게 함
▷ 규율대안을 개발함
▷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전문가와 수범자가 참가하여 규율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선택함

⇩
실
행
단
계

▷ 선택된 여러 절차와 평가방법을 통해 규율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이 경우 여러 개의 평가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정확성과 타
당성을 향상시키고 규율대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다양하게 반영시킬 수 있음

⇩
▷ 절차와 평가 등을 문서로 남김
평
가
단
계

▷ 규율대안에 대한 체계적 평가
▷ 다양한 절차와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규율대안에 대한 효과를 평가함
▷ 최적의 규율대안을 선택함
▷ 최적의 규율대안을 통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형식의 윤곽을 파악함

사전적 입법평가의 전체 진행도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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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전적 입법평가의 바람직한 진행방식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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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병행적 입법평가

1. 개념

병행적 입법평가(Beglei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bGFA)는 여러 개의 법률
안 또는 법률안의 일부가 법형식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심
사와 검토의 대상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률안(예: 전문위원이 작성한 법률안)이다.
만약 사전적 입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병행적 입법평가가 법률안을 작성하는 과
정에서 직접 수행될 수도 있고, 법형식에 부합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적용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최적의 규율대안을 가지고 법률안을 작
성하였을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2. 목적
병행적 입법평가를 하는 목적은 이를 통하여 ㉠ 법형식을 갖춘 법률안을 각종 심사기
준(예를 들면, 실용성, 비용문제 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 법형식을 갖춘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일부를 현실에 가깝게 검토하기 위하여(이 경우 심사기준으로 실효성이
등이 문제가 됨), ㉢ 법률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
여, ㉣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법형식을 갖춘 법률안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이다.

3. 평가시 제기되는 질문

병행적 입법평가시 제기되는 질문은 ㉠ 계획된 규정에 대하여 수범자들이 준수가능하
고 승인가능한가, ㉡ 계획된 규정이 집행가능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 ㉢ 비용과 편
익간(경제적 부담과 효과)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적절한가 등이다.

4. 평가의 결과

병행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 계획된 규정이 어느 정도로 준수가능하고, 집행가능하
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최적의 효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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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가를 제시할 수 있음, ㉡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내용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규정의 흠결과 결함을 인식하게 하여 수정가
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규정 상호간의 각종 모순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및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5. 진행방식

병행적 입법평가도 구상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와 실시내용
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병행적 입법평가의 단계

구

▷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분석

상

▷ 평가대상(법률안 전체 또는 법률안의 일부규정)의 확정

단

▷ 평가기준의 확정

계

▷ 절적한 절차와 평가방법의 선별 및 준비

⇩
실
행

▷ 관련 자료조사

단

▷ 전문가나 수범자 워크숍

계

⇩
평
가

▷ 절차와 평가 등을 문서로 남김

단

▷ 최적의 법률안(제정, 개정, 폐지)을 권고함

계

병행적 입법평가의 전체 진행도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 16 -

<그림 2> 병행적 입법평가의 바람직한 진행방식1)

제5절 사후적 입법평가

1. 개념

사후적 입법평가(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rGFA)는 현재 시행되
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법률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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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법률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법률에 대
하여 바라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정할 수 있다.

2. 목적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는 목적은 이를 통하여 ㉠ 법률(내지 개별 규정)의 목적이 제대
로 달성되었는지를 사후에 파악하기 위하여, ㉡ 법률(내지 개별 규정)의 부수적 효과(역
효과, 반작용)와 그밖에 발생한 효과를 인식하기 위하여, ㉢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내지 개별 규정)의 존속, 개정과 개정범위,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
해서이다.

3. 평가시 제기되는 질문
사후적 입법평가시 제기되는 질문은 ㉠ 현행 법률(내지 개별 규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가, ㉡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중요한 것인
가, ㉢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였는가, ㉣ 법률(내지 개별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 현행 법률(내지 개별 규정)의 존속, 개
정,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이다.

4. 평가의 결과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 현행 법률(내지 개별 규정)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음,
㉡ 현행 법률(내지 개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을 분명하게 해 줄 수 있음, ㉢ 경
우에 따라서는 법률(내지 개별 규정)의 개정, 새로운 표현방식 또는 폐지의 근거를 제시
할 있다.

5. 진행방식
사후적 입법평가도 구상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와 실시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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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후적 입법평가 단계
구
상
단
계

▷ 현행 법률(내지 개별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분석
▷ 평가대상(법률 전체 또는 법률의 개별 규정)의 확정
▷ 평가기준의 확정
▷ 절적한 절차와 평가방법의 선별 및 준비

⇩
실
행
단
계

▷ 관련 자료조사
▷ 전문가나 수범자 워크숍

⇩
평
가
단
계

▷ 절차와 평가 등을 문서로 남김
▷ 현행 법률(내지 개별 규정)의 존속, 개정과 개정범위, 폐지 여부를 권고함

사후적 입법평가의 전체 진행도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사후적 입법평가의 바람직한 진행방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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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입법평가의 기준

입법평가의 중요한 목표는 ‘보다 나은 입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그동안
직관(直觀)으로 진행되어 왔던 입법에 대하여 사회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입법의 과학
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평가하
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입법평가
기준과 우리나라의 각종 영향평가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하도록 한
다.
입법평가기준은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입법
평가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입법평가의 유형에 따른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제시하도록 한다.

1. 일반적 입법평가 기준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입법평가기준을 <표
13>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 대기준으로 ㉠ 입법의 필요성, ㉡ 내용적, 형식적 정당성,
㉢ 이해가능성, ㉣ 경제성, ㉤ 실행가능성, ㉥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내용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은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로 분류한 것은 서로 공통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시범적 입법평가를 통하
여 계속해서 세분된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입법평가기준은 입법평가시 ㉠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전적인지, 병행
적인지, 사후적인지를 체크한다, ㉡ 각 기준의 내용을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
각 대안에 대한 입법평가 점수를 체크한다, ㉣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대안을 최적대안으
로 제시하는 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6> 일반적 입법평가 기준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
평가기준
대기준
Ⅰ. 입법의
필요성

중기준

소기준
입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명확히 조사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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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점수
여부
Y N

현존의 목표가 법규정의 일관된 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가
법령을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
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가
규율을 통한 목표실현을 위하여 그 도달범위를
제한하거나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인가
선택된 영역(법률, 명령 등)을 통한 규율을 행할
수 있는가 또는 하위 편성분야를 통한 규율은
충분한가
현행의 법령에 흠결이 존재하는가 또는 어떠한
흠결이 존재하는가
헌법의 기본원리나 원칙에 부합하는가
헌법
적합성 기본권 제한 입법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
았는가
상위법령의 위임하에 제정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상위법령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적합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법안의 형식이 올바른가

Ⅱ. 내용적,
형식적
정당성

법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한가, 내용적
으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집중적으
법안의
로 배열되어 있는가
형식성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제명/장/절/조/항
으로 구성하였는가
개별내용(항, 호, 목 등)이 충분히 세분화되었는가
불확정 법개념, 규범적 법개념 및 일반조항이
바람직하고 허용되는 해석에 기초를 둔 명확한
개념으로 선택되었는가
법문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
게 정식화하였는가, 다의적이고 막연한 개념을
법문의 제거하였는가
명확성
복잡하고 장문의 법문구조를 피하였는가
규율된 법적 소재가 판결 및 문헌에서 명확히
언급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법적 개념이 확정되어 어느 정도까지 정의된 개
념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21 -

규율에 있어서 모든 개념이 통일적으로 사용되
는가
유사한 법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용되는 전
문용어로 환원될 수 있는가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개별사안의 해결을 지향하
여 행해지는 규율(처분적 법률)의 경우 그것이
가능한 한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고려하였는가
법문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일반국민들이 이해하
기 쉽게 되어 있는가
Ⅲ. 이해
가능성

위임규정에 불필요한 전문적 표현이 내포되어
명확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법문의 표현방식이 문법적으로 적합한가
용어가 통일성 있게 사용되었는가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이 적절한가
수범자 또는 그밖의 관계인의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Ⅳ. 경제성

추가적 비용부담이 수범자 또는 그밖의 관계인
에게 부당하게 요구되지는 않는가
규율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편익, 효과, 효
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비용-편익, 비용-효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 규
율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내용적 관점하에서 그 규율의 실제적 실현가능
성에 반대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가
규율에 대한 행정상 집행에 곤란성과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집행에 수반한 문제가 가상모형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가

Ⅴ. 실행
가능성

규율의 실행에 관하여 이익대표들 또는 단체로
부터 의견이 제시되었는가
실행된 규율에 어떠한 이의신청, 재판, 감독절
차에 관한 대상이 존재하는가
규율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강제성)
이 규정되어 있는가
공포와 효력발생간의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규
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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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입법평가 기준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 각각에 적용할 수 있는 입법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1) 사전적 입법평가의 기준
사전적 입법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은 <표 14>와 같다. 대기준으로 ㉠ 무엇
이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문제분석,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석하는 목표분석, ㉢ 어
떠한 체계로 구성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체계분석, ㉣ 기타로 나눌 수 있다. 기타 부분은
시범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3가지의 대기준 이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사전적 입법평가 기준은 입법평가시 ㉠ 각 기준의 내용을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체크
한다, ㉡ 각 대안에 대한 입법평가 점수를 체크한다, ㉢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대안을 최
적대안으로 제시하는 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7> 사전적 입법평가의 기준
대기준

소기준
실무상의 주요한 문제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

문제분석
그러한 문제를 규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규율대안으로 어떤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는
규율대안
목표의 명
확화 (내지
구체화)

가
목표들은 서로 어떤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
는가(목표들을 계열도로 표현, 예상되는 충
돌과 부수효과 등을 설명함)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
가

목표분석

무엇이 최상위의 목표인가
최상위의 목표를 지원하는 하위목표는 무엇
목표의 체 인가
계적 조직
어떠한 방법으로 목표 상호간의 중요도를 구
화
분하는가
어떠한 조치로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가능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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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평가점수
Y
N

규율영역의 하부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복잡성)
규율영역 내에서 계획적인 변경을 할 때 영향을 받는
특정한 부분은 어디인가(예컨대 경제, 사회, 환경 등) 방
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분석대상인 전체 체계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임. 그러므로 규율영역에 대하여
체계분석

아주 경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규율범위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계로 정립되어 있는가(혼
합성, 예를 들면, 지원, 강화, 모순 등이 어떠한 관계로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
규율범위 상호간의 결속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2) 병행적 입법평가의 기준
병행적 입법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은 <표 15>와 같다. 대기준으로 ㉠ 목표
달성의 가능성, ㉡ 실용성, ㉢ 경제성, ㉣ 조화성, ㉤ 이해가능성, ㉥ 수용성, ㉦ 기타로
나눌 수 있다. 기타 부분은 시범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6가지의 대기준 이외에 필요한 기
준을 마련하면 된다.
병행적 입법평가 기준은 입법평가시 ㉠ 각 기준의 내용을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체크
한다, ㉡ 각 대안에 대한 입법평가 점수를 체크한다, ㉢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대안을 최
적대안으로 제시하는 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8> 병행적 입법평가의 기준
대기준

소기준

목표달성의 계획된 규정들이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가능성

있는가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가능한가(집행가
능성)

실용성

수범자들이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준수
할 수 있는가(준수가능성)

경제성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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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평가점수
Y
N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을 적용함으
로써 수범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적절한가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을 적용함으
로써 국가나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적절한가
서로 다른 수범자들간의 비용과 편익효과가 적절한가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이 헌법과 합
치되는가
조화성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이 다른 상위
법령에 적합한가
개별 규정들간에 상호모순이 존재하지 않는가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
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

이해가능성

을 준수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가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의 구성이 항
구적인가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의 용어가 수
범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가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을 수범자들

수용성

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계획된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개별 규정에 대하여 수
범자들이 거부하지는 않는가

(3)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사후적 입법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은 <표 16>과 같다. 대기준으로 ㉠ 목표
달성도, ㉡ 실용성, ㉢ 경제성, ㉣ 조화성, ㉤ 이해가능성, ㉥ 수용성, ㉦ 기타로 나눌 수
있다. 기타 부분은 시범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6가지의 대기준 이외에 필요한 기준을 마
련하면 된다.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은 입법평가시 ㉠ 각 기준의 내용을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체크
한다, ㉡ 각 대안에 대한 입법평가 점수를 체크한다, ㉢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대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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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안으로 제시, 즉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維持)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改正) 내지 폐지
(廢止)할 것인지,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9>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대기준
목표달성도

실용성

소기준
계획된 규정들이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가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집행
가능성)
수범자들이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준수하
였는가(준수가능성)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는가

경제성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나 사회가 부담한 비용이 적절하였는가

서로 다른 수범자들간의 비용과 편익효과가 적절하였
는가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이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가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이 다른 상위법령
조화성
에 위반되지 않는가
개별 규정들간에 상호모순이 존재하지 않는가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제
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제
대로 준수하거나 이용하고 있는가
이해가능성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의 구성이 항구적
인가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의 용
어를 쉽게 이해하고 있는가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제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용성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에 대
하여 거부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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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Y

N

평가점수

제7절 입법평가의 방법

1.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입법평가의 단계에서 입법평가 기준이 확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으로 평가방법에 따라 그러한 입법평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독일 등에서 활용하고 있
는 일반적으로 입법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아래의 <표 17>과 같다.
<표 10>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

목적달성도

효용가치분석

실용성

인건비추산, 실무검토, 기능도식

경제성

비용결과분석, 급부경로분석, 인건비추산, 비용편익
분석

조화성

상호의존성분석, 교차점분석

이해가능성과 수용성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검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전문가, 평가방법론의 구축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평가방법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이상의 평가방법 중 평가기준에 따라 규범
적 분석, 설문조사, 비용편익분석, 체계성 심사, 이해성 심사, 알기 쉬운 법령심사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평가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장 제4절 2 참조). 물론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
로 하기 위해서 향후에 많은 평가전문가와 다양한 평가방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각 평가방법의 내용20)

(1) 효용가치 분석

20) 이하는 박영도, 『입법학 입문』(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565쪽-60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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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가치분석은 다양한 법령의 목표효과를 비교․조사하기 위한 평가절차이다.
달성도

목표

라는 심사기준을 검토하는데 적합한 평가방법이다.

(2) 비용결과 분석

비용결과분석은 법령의 관련규정에 대하여 규율대상자에게 예상되는 부담가중과 부담
경감을 일정한 기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화폐적 단위로 조사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비용결과분석은 법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비
용결과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조정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비용
결과분석은 다양한 규율대상자들에게 발생하게 될 경제적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의 발생
및 장래의 효과를 그 유형과 범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3) 급부경로 분석
급부경로분석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담당자들간(예를 들면, 급부완성자와 급
부이용자간)의 급부의 이전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급부경로분석을 통하여 급
부경로에서 나오는 부담가중과 부담경감 및 그 결과들이 투명해지게 된다. 이전적 급부
는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내지 비용환불 등이다. 자문급부, 계획급부 및 행정급부가
이에 속한다. 급부담당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행정기관,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되지만
사인이 급부담당자로 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산림과 관련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인이 급부담당자가 된다.

(4) 인건비 추산
인건비추산은 활동분석적 절차로 진행과정의 처리와 이에 필요한 시간에 기초하여 법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를 조사하고 정렬하는데 도움을 준다. 법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의 항상 인력이 투입된다. 새로운 규정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부가
적인 인력의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5)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정책의 실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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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당해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판
단하는 것이다.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상회하는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면 사회
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으므로 객관
성이 우수하나, 비용과 편익의 범위확정, 평가방법의 선택, 사회적 할인율의 설정 등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실제의 편익계산결과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다.

(6)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분석

법규정의 체계성분석은 법규범의 내부적 구조와 법적 논증의 실제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이해가능성분석은 용어의 개념적인 명확성과 언어적인 분명함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가능성분석에서는 법규범들이 이해가능한지(이해가능성)와 준수가능한지(준
수가능성)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법규정의 본질적 의미내용은 수범자가 인식할 수 있도
록 되어야 하고, 법규정은 수범자가 이해가능하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규정들은
수범자들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고 이로써 힘들이지 않고 분별있게 준수할 수 있는 분명
한 구성원리에 따라야 한다.

(7) 실무검토

실무검토는 수범자(특히 규범적용자)에 대하여 법규범의 장래의 효력범위에 가깝게 특
정한 법령의 관련부분을 실험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실무검토는 법률초안을 대상으로
규범의 효력발생 전에 장래에 규범을 집행할 때 원하지 않는 마찰이나 집행의 난점에 관
하여 시험을 해야 할 때 적합하다. 그래서 실무검토에서 계획된 법규정들은 행정실무에
서 도출된 전형적인 사례나 진행과정에 따라 마치 당해 법률초안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
고 있는 것처럼 시행된다.

(8) 상호의존성 분석
상호의존성분석은 상호교차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규정을 조사하고 효력을 판단
하기에 적합한 평가방법이다. 특히 관계 규정들간의 조화성에 관한 평가방법이다. 상호의
존성분석은 무엇보다도

교차작용

과,

조화성

안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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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초

(9) 기능도식
기능도식은 관할권 분배를 심사하기 위한 방법임과 동시에 법적으로 창설된 기관 내
에서 잠재적인 마찰을 심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능도식은 제도화된 담당자를 통하여
법령에 규정된 과제와 과제의 수행을 분석하는 것이다. 규범화된 과제(기능)를 담당자(특
정기관,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배열시키고 실행(예를 들면, 결정)함으로써 한계능력, 다면
적 관할권, 기능 및 조직화된 역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0) 교차점 분석
교차점분석은 영역이 서로 유사한 규율범위에 있는 법규정들간의 상호관계의 교차작
용을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차점분석은 무엇보다도 심사기준들 중
성

조화

에 대한 평가에 적합하다. 입법평가에서는 교차점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법규정 초안

과 다른 법정형화된 규정들간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이처럼 교차점분석은 상호지원
하는 효과, 상반되는(갈등적) 효과, 다관할성, 중립성(보완성)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나아가 규정들간의 목표 위반성, 타규정들과의 부조화성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8절 입법평가의 절차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구상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입법의 필요
성이 제기되면, 입법평가의 유형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 평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평가의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다. 입법평가의 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평가할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입법평가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유형별 평가
기준에 따라 할 수도 있다. 평가기준이 확정되고 나면 평가기준의 내용을 평가할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입법평가의 방법으로는 ㉠ 효용가치 분석, ㉡ 비용결과 분석, ㉢ 급부경
로 분석, ㉣ 인건비 추산, ㉤ 비용편익분석, ㉥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분석, ㉦ 실무검토,
㉧ 상호의존성 분석, ㉨ 기능도식, ㉩ 교차점 분석 등이 있다. 입법평가의 대상, 기준, 방
법 등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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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행한다. 이후 최적의 대안을 권고하는 입법평가서를 작성하면 입법평가의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된다.
이상의 입법평가에 관한 전반적 흐름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입법평가의 전반적 흐름
입법평가의 유형결정

▷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 유형 중 적절한 것 선택

⇩
구 상 단 계

▷ 입법평가의 필요성 분석
▷ 평가대상의 확정
▷ 평가기준의 확정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의 확정
▷ 절적한 절차의 선별
▷ 평가준비

⇩
실 행 단 계

▷ 관련 자료조사(설문조사, 비용편익분석 등)
▷ 전문가나 수범자 워크숍
▷ 전문가나 수범자 공청회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 관련 전문가 자문

⇩
평가단계

▷ 최적의 대안을 권고하는 입법평가서 작성

예를 들어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할 경우 아래의 <표 12>와 같은 절
차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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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가상 입법평가 흐름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유형 결정
․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공감함
․ 현행 농지규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적 입법평
가를 하기로 결정함

⇩
구 상 단 계

․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분석
․ 입법평가대상의 확정
․ 입법평가기준의 확정
․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의 확정
․ 절적한 절차의 선별
․ 평가준비

⇩
실 행 단 계

․ 관련 자료조사(문헌조사, 정부의 공식 통계조사 등)
․ 농지와 관련한 전문가 워크숍
․ 농지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
평가단계

․ 농지규제법제 관련 자료 분석
․ 농지와 관련한 전문가 워크숍 내용 분석
․ 농지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내용 분석
․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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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스위스와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

실제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사후적 입법평가가 어
떠한 절차와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스위스21)

1. 스위스 연방형사피해자지원법의 사후적 평가경과

가. 제1차 보고

1993-1994년에 걸쳐서 피해자지원을 위한 연방법무부의 1차 피해자지원보고는
1996.4.3.

연방정부에

제출되었고,

이어서

공개되었다.

1차

보고서22)는

자치단체

(Kantone)의 세부보고와 기타 경험보고에서 나온 결과들 외에 피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
지원법 집행을 위한 연방법무부의 용역연구23)의 요약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 제2차 보고

1998년 2차 보고는 1995년과 1996년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세부보고서에 근거한다.
가장 중요한 결과들은 첫 2년의 결과들과 비교된다. 보충적으로 2차 보고는 피해자지원
법 3절의 효과성과 집행을 위한 외부 연구의 결과24)들도 알려준다(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및 권리들). 이 보고서는 1998.2.25. 연방정부에 제출되었다.

21) 이하의 내용은 성홍재(역),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7.10)을 참조하여 스위스 범
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에 대한 제3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1993-1994년에 걸친 피해자지원의 효과성과 집행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서, Bern, 1996년 2월,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음.
23) 1차 연구서: “LAVI의 적용에 관한 피해자의 관점”, Robert Roth, Yannn Boggio, Christophe Kellerhals, Joelle
Mathey, Marc Maugé 교수, 입법기술연구평가센타(CETEL), 제네바 법대, 1995년 8월.
24) 2차 연구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Robert Roth, Christophe Kellerhals, David Leroy, Joélle
Mathey 교수, 입법기술연구평가센타(CETEL), 제네바 법대; 1997년 10월.

- 33 -

다. 제3차 보고(최종보고)

제출된 3차 보고는 마지막 형사피해자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보고서
이며, 본 연구에 인용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증대 기간
은 1998년에 종료된다. 3차 보고는 1997년과 1998년에 걸친 피해자지원 발전과 지원증
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전체 증대시기에 있어 피해자지원법의 효과성과 계속집행여부
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이 법률의 약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3차 보고서 외에 외
부 연구서도 존재한다: 연방법부무의 용역으로 즉시 지원의 효과성이 조사되었고 판례가
분석되었다.

2. 평가의 방법과 관련한 논의

가. 대상의 선정

이 부문은 위의 ① 프로젝트평가 (목적한 활동에 대한 판단), ② 프로그램평가 (활동
에 대한 종합적 판단), ③ 정치평가 (정치분야에 대한 판단), ④ 교차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라는 다양한 평가대상 중에 ①, ②에 해당하는 평가로써, 당해 법률이 목적한 활동
과 그 활동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형사피해자지원법｣)에서는 피해자지원의 집행과 그 집행에 따른 효과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위의 ① 프로젝트평가 (목적한 활동에 대한 판단)과 ② 프로
그램평가(활동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해당하게 된다.

나. 시기의 문제

평가시기와 관련해서 스위스의 경우에는 사후입법평가는 각 법률마다 일정 기간 경과
한 후에 당해 법률의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률제정시에 그러한 내용을 법률
내에 규정하게 되어 있다. 통상 법률효과의 평가방법론은 사전, 병행, 사후의 3가지 시점
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던 법률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예시로 선택한 ｢범죄행위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Bundesgesetz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Opferhilfegesetz)｣은 1991년 10월 4일 공포되었
고,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스위스 연방법률이다. 그래서 시행 후 첫 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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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 자치단체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 증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했었다. 이에
자치단체들은 2년마다 재정 지원에 대해 보고해야 하였으며25), 자치단체의 보고에 근거
해서 연방법무부는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했었다.

다. 판단기준: 재정적인 지원과 그에 응한 회복 또는 만족의 정도 (설문조사에 의함)

⑴ 기준
① 효과(경제 및 사회적 변화), ②능률성(집행률), ③비용(행정부 내부의 비용: 외적 비
용(사회적 비용), ④경제성:효율성 (비용:성과), ⑤효용성 (비용:목표달성여부) 등을 기준
으로 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평가에서 기준으로 삼은 사항은 ①효과(경제 및 사회적 변화), ②경제성 (비용:효
과) ③ 효용성 (목표달성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분석도구는 다
음과 같다.

⑵ 기준에 따른 분석도구

① 형사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의 대상

(i) 피해자 지원대상 범죄행위의 종류
- 살인 (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피해자가 많았음)
- 상해 (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피해자가 많았음)
- 성폭행
- 자유침해
- 기타 신체적, 성적, 정신적 보존성을 침해하는 재산범죄행위

(ii) ｢피해자지원법｣상 경찰의 과제
- 경찰은 사건접수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지원시스템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 첫 심문에서 피해자들에게 자문기구에 대해 알려주고(｢피해자지원법 제6조 1항),
- 자문기구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 이 때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거절 할 수 있다
(동법 제6조 1항).
- 범죄행위별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단체의 정보는 필수적이다.
25) 앞에서 열거한 3차에 걸친 연구보고서가 그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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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지원법｣상 지원의 형태

- 자문, 보상과 원상회복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i) 자문
- 스위스 내 모든 자치단체(Kantonen)는 적어도 하나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
서 1998년 당시 약 61개의 자문기구가 존재하였다.
그 중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52개의 자문기구들이 다양한 지원활동의 빈도와 관련하
여 설문에 답했다. 대부분의 자문기구들(44개)은 일반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
게 거의 항상, 일부 자문기구들(7개)은 종종 일반적인 종류로, 1개의 자문기구는 드물
게 피해자지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자문기구들은 거의 법률자문을 행했고, 이에 대하여 거의 항상 사회적․심리
적 배려를 해주었음을 설문상 표현하였다. 그와 반대로 법적 대리 또는 심리치료적 행
위는 단지 자문기구의 절반(26개)에 의해서만 행해졌다. 의술적․의학적 지원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문기구의 다수(30개)는 이런 지원을 드물거나 거
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물질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기구의 다수(31개)는 즉각적인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재정적 지원은 40개의 자문기구들 중
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6개의 자문기구들은 위에 언급한 지원활동과는
다른 활동을 했다고 밝힌다(예를 들어 보호조치, 숙소 제공, 전달/낯선 장소로의 이동,
전화상 1차 상담, 피해자지원법 외의 기타 배려).

(ii) 보상과 원상회복
- ｢피해자지원법｣ 제4절(보상과 원상회복)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특별한 주변 상황이 정당하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도 있다. 보상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수입에 따르는 반면, 원상회복은 수입과 무관하
다. 요청의 총체적 검사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예비비가 보장된다고 한다.
- 신규 요청건수의 변화 : 신규 요청건수는 해마다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1993년 113건의 새로운 요청에서 1994년 310건, 1995년 470건, 1996년 661건,
1997년 820건, 1998년 1,231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따라서 1998년에는 신규 요청
이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접수되었으며, 1994년 이래 신규 요청건수는 실제로 2
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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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활동에 따르는 비용 (지방자치체 차원,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i) 연방과 자치단체의 재정활동들
스위스 연방은 1993-1998년에 자치단체들에게 재정지원을 보장해줬다(｢피해자지원법｣
18조 2항). 재정지원은 피해자지원의 증대와 소위 자문기구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었다.
피해자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지출의 보장을 위해 이런 활동은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체 지
출”이라는 표시 하에 고려된다.
- 1993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체 지출이 연방의 지원증대보다 적은 반면,
1994년부터는 상당한 양으로 연방의 지원규모을 능가했음을 볼 수 있다(<그림 4> 참
조). 1997년부터 연방의 지원규모는 자치단체 전체 지출의 1/3보다 적었다. 1998년
이는 자치단체 전체지출의 18.7%를 차지했다; 자치단체의 독자적 활동은 같은 해에
81.3%에 달했다. 연방의 지원규모가 전체 지출의 약 1/3 내지 자치단체의 독자적 활
동의 66.6%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법자의 목표는 1997년과 1998년에 완전하게
도달했고, 전체 6년과 관련하여 점차 달성되었다.

<그림 4> 1993-1998년 연방과 자치단체의 지원증가 추이

(ii) 자치단체의 활동과 피해자지원의 쟁점들
아래의 <그림 5>는 1993-1998년 사이의 전체 6년치 보고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의 활
동에 대한 개괄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2가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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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절대적 수치에 있어 1993-1998년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체지출

첫째, 취리히(ZH) 자치단체의 21,120,000 프랑의 전체 지출은 다른 자치단체들의 전
체 지출을 능가했다.

이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체 스위스 지출의 40.6%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커다란 격차를 가지고 베른(BE, 12,480,000 프랑), 갈렌(St. GL, 4,940,000
프랑),

아르가우(AR,

4.210,000

프랑),

제네바(Genf,

3,650,000

프랑),

바젤

(Basel-Stadt, 3,260,000 프랑)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따르고 있다.
둘째, 전체 지출에 대해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의 참여지분이 개별 자치단체에
서 얼마나 다양한 지가 주목할 만하다. 제네바(Genf, 64%), 바젤(Basel-Stadt, 43%), 갈
렌(St. Gallen, 40%), 취리히(Zuerich, 33%) 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참여지분
을 제시한다.
자치단체의 지출의 절대적 수치로의 표시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활동이 통
상 앞선다. 인구크기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 <그림 6>에서 단위 인구당 자치단체
의 전체 지출이 제시된다.

<그림 6> 1993-1998년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거주인구당 전체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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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8년 전체 6년간의 보고기간동안 스위스에서 피해자지원을 위해 거주인구당
10 프랑이 지출되었고, 그 중 자문과 인프라를 위해 7.34 프랑,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2.68 프랑이었다. 이때 자치단체간의 차이가 현저하다.
가장 높은 전체 지출, 즉 1인당 12-18 프랑을 취리히(Zuerich),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바젤-도시(Basel-Stadt), 샤프하우젠(Schaffhausen) 등 4개의 자치단체들이
제시한다.
스위스 평균인 1인당 8-12 프랑의 지출은 9개의 자치단체들에서 집행된다(노이엔부
르크(NE), SG, 루체른(LU), 투르가우(TG), 바젤-시골(BL), 제네바(GE), 그라우뷘덴(GR),
쭉(ZG), 아르가우(AR)AG).26)
1인당 8 프랑보다 더 적은 전체 지출은 13개 자치단체들에서 제시된다(감소순으로:
베른(BE), 글라루스(GL), 유라(JU), 졸로투른(SO), 우리(UR), 아펜젤 인너호덴(AI), 니트
발덴(NW), VS, 아르가우(AR), 테테신(TI), 슈비츠(SZ), VD).

(c) 5.4.4. 1993-1998년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에서의 활동들

보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출비용은 아래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079,855 프랑, 1998년 1,070,497 프랑이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은 1997년
3,402,107 프랑, 1998년 6,448,484 프랑이었다. 게다가 자치단체는 예비비로써 1997년
207,658 프랑, 1998년 499,987 프랑을 지출했다.

<그림 7>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출비용

26) AI:아펜젤 인너호덴, AR:아르가우, AG:아르가우, BE:베른, BL:바젤-시골, BS:바젤-도시, FR:프라이부르크, GE:제
네바, GL: 글라루스, GR:그라우뷘덴, JU:유라, LU: 루체른, NE:노이엔부르크, NW:니트발덴, OW:옵발덴, SH:샤프하
젠, SG:성 갈렌, SO:졸로투른, SZ:슈비츠, TG:투르가우, TI: 테신, UR:우리, VD:봐트, VS:봘리스, ZH:쮜리히, ZG: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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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8년 보고기간에 명확하게 영위된 활동의 전체 금액(12,000,943 프랑)은 원상
회복(9,850,591 프랑)을 위해 82%(1995/96년: 63%), 보상(2,150,352 프랑)을 위해
18%(1995/96년: 37%)로 구성된다. 이 수치는 요청의 대부분이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
의 갈망에 따라 중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4.3절); 이 기간동안 이 모든 요청이
다시 반영된다면 자치단체의 지출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1997/98년 자치단체별 보상과 원상회복를 위한 지출의 전체 금액
지출 금액

자치단체
UR, OW, AI, NW, AR
SZ, GL, BL, VS, JU
LU, ZG, FR, SO, BS, SH, GR, TI, NE
AG, TG, VD
BE, SG, GE
ZH

0 - 49,999 프랑
50,000 - 99,999 프랑
100,000 - 499,999 프랑
500,000 - 999,999 프랑
1,000,000 - 1,999,999 프랑
2,000,000 프랑 이상

(d)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연방의 교육지원은 피해자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행되었다. 증대지원과
반대로 교육지원은 기한제한이 설정되지 않았다.
연방법무부는 1997년 164,000 프랑, 1998년 138,000 프랑의 재정지원을 했다.
1995년 교육지원은 경찰관의 폭넓은 교육에 869,000 프랑이 지출되었다; 이전 3년 동안
에는 100,000에서 125,000 프랑이었다.
1997년과 1998년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서부 스위스 지역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대학과정과 스위스 심리학자 연합회의 과정이 특히 장려되었다. 이것은 자
문기구들의 인적 증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들의 협력자들의 변화로 인하
여 전문과정에 대한 큰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전문적 주제를 가진
과정을 위해 면밀한 필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그 과정은 성공적
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3. 평가결과(1993~1998)
(1) 연방의 지원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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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년간 연방은 연평균 4,470,000 프랑을 자치단체들에게 지원했다. 그 금액들은 자치
단체의 재정능력과 인구수에 달려있다. 이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피해자지원 증대를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지원법 제18조 제2항). 연방의 재정지원은 시스템 증대를 위한 많은 비
용이 소요되는 첫 시기에 자치단체를 지원할 목적이었다. 연방의 금액은 자치단체 전체
지출의 약 1/3을 차지했다27). 금액 사용에 있어 사용목적은 확정되어 있었다. 돈은 우선
자문기구들의 설치 및 운영(피해자지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함)
에 사용되어야 했었다. 보상관청을 위한 비용 역시 연방의 재정수단으로 충당되어서는
안 되었다.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이하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활동은 증
대지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되었다.

2) 자문기구들의 급속한 설치
연방의 재정지원과 함께 자문기구들간의 연계망의 증대가 진척되었다: 1995년 초 각
자치단체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문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연방
의 증대지원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자문기구들의 숫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다양했던 재조직들은 오히려 67개(1994년 말)28)에서 61개29)로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모든 자치단체들에 적어도 1개의 문의기구(재조직에 해당)가 있었
다.

3)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부조시스템
자문과 인프라를 위한 자치단체의 지출은 -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수의 증가와 병행
하여 - 법률이 발효된 이후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문 받은 사람
당 지출은 감소했다. 연방의 증대지원이 전체 지출의 약 1/3(보상과 원상회복 포함)에 달
하는 것이 좋다는 입법자의 목적은 199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도달되었다. 그러나 1998
년 증대지원은 전체 지출비용의 18.4%만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지출의 80%가
같은 해에 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해 지출된 것이었다.

27) 연방간행물 1990 II 995면.
28) 1차 피해자지원보고, 3.2.1.절.
29) 200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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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송금된 금액은 단지 부분적인 요구에만 충당할 수 있었다. 첫 2년 동안
거의 자치단체의 절반(12개)이 1993/94년 증대지원을 위한 연방의 금액을 완전히 사용
했다. 14개의 자치단체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30). 1996년말
아직 11개의 자치단체들이 아직 사용하지 못했던 이전 연도의 증대지원금액을 집행하고
있었다. 출발단계의 말에 아직 6개의 자치단체들이 증대지원을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했
다. 총 지출된 26,870,000 프랑중에서 560,926 프랑(2%)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금액은 취리히(Zuerich)나 바젤(Basel)같은 위성지역을 가진 자치단체의
실질적 지출비용의 작은 부분만을 충족했다.
회고해 보면 입법자에 의해 선택된 지원 형태가 모든 시각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는 것이 보여진다. 연방에 의해 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제는 공개적으로 구성되었고 자치
단체들에게 많은 활동영역을 남겨두었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자치단체들
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받는 것이 좋다.
연방의 경우 자치단체의 전체 지출비용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할 수 없었다. 해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전체 금액은 측정되어야 했다. 지출에 따른 사회부조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
금액은 연방에 의해 지출되어야 했었다.
이에 사용된 배분해결책, 즉 재정능력과 거주자 수에 따른 해결책은 완전히 객관적이
었다고 입증되지는 않았고, 자치단체의 지출비용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규모가 - 마찬
가지로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2) 자문의 영역

1) 자문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치증가의 측면

자문기구들을 통한 지원은 커다란 필요에 상응한다. 자문기구에 문의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증가했다. 1998년 11,165명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문기구에 자문을 요청했
다31). 입법자의 기대(피해자지원법의 의미에서 약 10,000명의 (직접적) 피해자 중 약
3,300명이 자문기구에 문의) 역시 뛰어넘었다.

2) 자문 받은 사람들의 특징

30) 1차 피해자지원보고. 7.절.
31) 2.2.절, 이 통계에서는 제공된 지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영위된 지원은 1회성 전화대화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자문기구로 승인된 여성의 집에서 장기간 또는 며칠에 걸친 숙식을 거친 자문대화 역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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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2차 피해자지원보고에서 확립한 것들은
1997/98년 보고기간에 증명되었다32). 자문지원은 무엇보다도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것
이었다. 자문 받은 사람들의 약 3/4이 여성이다. 대부분의 자문을 구하는 자들은 성범죄
의 피해자였다. 1993-1998년간 자문받은 41,857명 중 43%가 성범죄, 35%가 상해, 3%
가 살인죄의 피해자였다. 자문받은 직․간접의 피해자 81%가 법률안 작성 당시 예상했던
주목표 그룹에 속한다33).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문제공에 대해 응하고 있었
다. 자문 받은 사람들의 27%가 1997/98년에 20세 미만이었고, 반면 나이 많은 사람들
은 자문기구에 거의 문의하지 않았다. 자문 받은 사람들의 약 7%가 교통사고범죄의 피해
자였다.

3) 경찰을 통한 자문기구로의 전달 측면
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은 첫 심문시 피해자에게 자문기구에 대해 알
려주었고, 피해자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자문기구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려주었
다(｢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2항). 이런 방법으로 자문기구와 연결되는 사람들의 수가 얼
마나 많은지는 명확한 통계가 없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있어 현장에서 스위스의 피해자지원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은 지금까지 결여되어 있었다.34) 외부용역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입법자에 의
해 세심하게 선택된 경찰과 자문기구간의 협력모델은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중에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첫 심문에서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많은 경우 어
렵다. 경찰 시각에서 첫 심문시 배려를 위해 외부의 피해자지원자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면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것이다.

4) 자문기구의 상이한 요구사항
1995/96년에서의 보고서에 의하면 취리히(Zuerich), 베른(Bern), 제네바(Genf) 자치
단체의 자문기구들이 신규 자문요청자들을 가장 많이 돌봐준 것으로 나왔다. 상이한 인
구밀도를 고려하여 취리히(Zuerich) 자치단체를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자치단체가
뒤쫓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사한 많은 거주자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종종 다양한
수치들을 보여준다.

32) 비교, 2차 피해자지원보고서의 14.2절 - 14.6절.
33) 연방간행물 1990 II 977면 이하.
34) 최근 상황, 비교 6.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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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1997/98년에 자문을 요청한 사람들의 거주지에
따른 수치가 처음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취리히(Zuerich), 루체른(Luzern), 슈비츠
(Schwyz) 3개의 자치단체의 자문기구들은 이에 상응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사례
의 20%에서 자문기구들은 거주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없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자치단체외의 자문기구에서 상담한 사람들의 비율은 상
대적으로 경미하였다. 거주지가 파악된 사람들의 단지 9%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온 사
람들이었다.
신규 자문요청을 가장 많이 제시한 자치단체(취리히(ZH), 베른(BE), 제네바(GE))들은
비록 인구밀도를 고려하더라도 가장 많은 보상과 원상회복을 요청(신규로 접수된 요청의
56%)하였다. 이런 요청은 항상 범죄발생지 자치단체에 접수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어
떤 선택권도 없다(비교.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제1항과 제3조 제5항).

5) 즉시적 지원 조직 측면
외부용역에 의한 보고에서는 입법자가 제출한 다양한 전문가들간의 협력과 조율35)이
범죄행위이후 직접적으로 결여되거나 피해자지원 외에, 예를 들어 아동보호그룹의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자문기구들은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
제2문과는 반대로 언제든지 즉시적 지원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실무에서 즉시적 지원의 개념은 원래 법률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즉시적 지원이란 - 의학적 지원에서 이송시 지원을 거쳐 심리학적 배
려와 법적 자문까지 - 모든 종류의 지원을 의미하고 있다36). 현실적으로 이런 경향은 즉
시적 지원은 자문기구들 스스로 영위한 업무활동으로 이해되고 그 개념은 무엇보다도 무
보수와 비용부담적(긴급한 장기간이 아닌) 조치간의 구분을 짓기 위해 사용되는 것(｢피해
자지원법｣ 제3조 제4항)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24시간 즉시적 지원을 하라는 ｢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따라서 폐지를 요구받게 된
다.

6) 자문기구들을 통한 재정지원의 의미

35) 연방간행물 1990 II 972면 (번호 211.1).
36) 연방간행물 1990 II9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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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문기구들의 평가에 따르면 재정지원은 거의 요구되지 않았다37). 이런 평가는
2년 전의 보고에서 나타난다.38) 그러나 지난 보고기간에 증대지원의 사용에 대한 정산에
있어서 자치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장기간의 지원을 위한 비용은 ｢피해자지원법｣ 3조 4
항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것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증가수치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개별사례에서 보
장된 기부금이 증가한 것인지는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실에 대한
평가의 범위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몇몇 자치단체들에서 자문기구들
은 좁게 제한된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동의할 수 있다. 더 많은 기여금에 대한 것이라면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관청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39)

7) 운영시각에서의 변화
자문기구들의 숫자는 67개(1994년 말)에서 61개(2000년 5월)로 감소되었다.
반면 그라우뷘덴(GR) 자치단체는 9개의 지역 사회봉사업무를 연결하는 자문기구를 설
치했다. 1997/98년에는 2개의 사무실을 가진 새로운 자문기구가 설치되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수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런데 이때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 전체 스위스를 고려한다면 - 배려해야 할 사람들의 증가수치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 눈에 띈다. 자문기구, 즉시적 지원과 장기간의 지원에 있어 자문받는 사람당 지출비용
은 1995년 1,456 프랑에서 1998년 1,166 프랑으로 감소하였다40). 외부용역연구에서 설
문 받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행정비용은 증가하였고, 재정지원보장(행정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 비밀엄수의무
피해자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문기구구성원의 비밀엄수의무는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
었다고 판단된다.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 추천에 따르면 특정 구성에서 후견재
판소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이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는 불명확하
다. 연방법무부는 법률상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7)
38)
39)
40)

2.8.절.
2차 피해자지원보고서의 2.7.절.
비교. 예를 들어 취리히 자치단체의 피해자지원명령 2조.
5.4.3.절.

- 45 -

(3)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

1) 미결사건의 증가 수치

보고기간 동안 종결되지 않은 사례의 수치는 점차 증가했고 1998년 말에 1,436건에
달했다. 지난 보고에서 언급된 것처럼 종결되지 않은 사례의 높은 수치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국가적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주장하기 위한 기간이 확실
히 짧다는 것이다(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 이 규정이 종종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요청을

접수하고

동시에

절차의

개시가

요구된다.

(비교.

스위스

연계기구회의

(SVK-OHG) 추천의 방주75). 개별 사례들이 객관적 근거없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것
을 배제할 수 없다.

2) 보상의 기대수치
- 해마다 승인된 보상의 수치는 해마다 현저하게 상이하고 1997년 이래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1995년 62건, 1996년 72건, 1997년 56건, 1998년 48건).
- 조합된 활동(보상과 원상회복활동)의 수치는 지난 4년간 증가되었다(1995년 41건,
1996년 99건, 1997년 97건, 1998년 121건). 원상회복의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
상의 지분비율을 고려할 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1995년 이래 보상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1995년 14,697 프랑, 1998년
7,058 프랑). 경미한 사례수치와 피해자지원명령 제4조에 따른 보상이 500 프랑과
100,000 프랑에 달할 수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평균 수치는 거의 설득력이 있
을 수 없다.
- 피해자지원법의 공표시 해마다 약 100 - 200건의 성공적 보상요청을 예상했고, 현실
은 그와 일치했다.

3) 원상회복: 시스템의 회귀
원상회복의 수치(1995년 78건, 1996년 113건, 1997년 180건, 1998년 302건)는 급
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 조합된 활동의 증가수치(1995년 41건, 1996년 99건, 1997년
97건, 1998년 121건)가 있다. 동시에 원상회복의 평균 비용이 1995년 9,871 프랑에서
15,245 프랑으로 증가했다. 법률이나 명령에서는 모두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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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은 원상회복의 승인과 관계가 없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고 특별 상황이 이를 정당화한다면, ｢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의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족
된다면 피해자는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41).
입법자는 원상회복을 보상시스템의 보충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원상회복청
구권은 없고 관청은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원상회복의 목적은 보상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상위 수입한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물질적 손해는 크지 않지
만 원상회복으로써 합계금액의 지불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4) 짧은 고소기간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2년간의 고소기간은 너무 짧은 것으로 입증되
었다. 취리히(Zuerich), 제네바(Genf) 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
다 나은 지위로 하려는 규정들을 자치단체 법률에서 공포했다42).

(4) 전체적인 평가

1) 목표달성여부
｢피해자지원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
키는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피해자지원법｣ 제1조 제1항). ｢피해자지원법｣ 발효 이후
첫 6년간 피해자지원에 대한 평가는 피해자지원법의 바탕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효과적
인 피해자지원이 증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자문기구들의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
문기구들의 업무활동을 요구하였다. 자문기구의 전문적 독자성(｢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1항)은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감히 공식 기구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데 기여했
다. 자문기구들의 지원은 사실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한다.
- 피해자지원이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피해자지원법｣ 제2조 제1항)
는 상관없이 보장되는 것이 자문에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 자문기구에 문의한 대부분
41) 연방법원판결 121 II 369 E. 3c.
42) 제네바: 6.1.절, 취리히: 2차 피해자지원보고, 15.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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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였다.
-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에서 잠재적 범인에 대한 형사절차로부터 피해자지원의 독립성이
자문에서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답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상응하
는 질문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흠결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의미는 자문에서의 의미처럼 기대에 부응
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집행된 보상의 수치는 예상의 수준이었다.
- 경찰은 피해자의 특별 상황에 세심할 정도로 민감했다.

범죄피해자의 지원규정의 도입은 필요했다. 스위스 피해자지원의 3가지 기본축(DreiSaeulen-Konzept)은 보장되었다. 범죄행위 피해자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심리학적 자문
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문과 보상으로 효과적인 도덕적․재정적 지원이 영위되고 형사
소송에 대한 연방법적 규정들이 피해자의 지위를 향상시킴이 그것들이다.

2) 불완전성
다양한 개별목표들이 도달되지 못했다. 게다가 피해자지원에 대한 평가는 확실한 목표
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다양한 법적 수단들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피해자지원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아직도 만족되지 못했다.

- ｢피해자지원법｣에 상응하는 기구들이 피해자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 범행 이후 직접 집행된 지원이 항상 조율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피해자지원으
로 연결되지 않는 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 제2문(24시
간 즉시 지원을 영위할 수 있는 조직을 기술)은 몇몇 자치단체들에서는 죽은 규정이었
다.
- 자문기구들의 과제는 자치단체마다 매우 상이할 정도로 비중이 틀리다. 대단한 지원을
행하는 수많은 자문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어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지원을 단지 전달만 하는 자문기구들도 있었다.
-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부분적으로는 자문기구들을 거쳐, 부분적으로는 보상관청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런 2가지 방법론은 상이한 전제조건들과 권한들에 직면하여 이상
적인 것은 아니다.
-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고소기간은 너무 짧다, 특히 미성년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짧은 기간은 비생산적 기간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기간을 유
지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불명확한 배려적 요청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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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서 확실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예를 들어 ｢피해자지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
- 피해자지원은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다43). 이런 불평등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차
이가 나며, 연방과 자치단체의 기타 조치를 통해 보충되는 연방법적 최소한의 제한규
정에서 법률 수정시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3) 기대하지 못한 발전
- 특별한 경우 계획된 - 원상회복은 보상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사례의 많은 경우
원상회복 형태로 피해자에게 재정적 국가지원이 수행된다. 이런 경향으로 보통의 경우
수입에 따른 보상과 특별한 경우 원상회복에서 출발하는, 입법자에 의해 규정된 시스템
이 의심된다.

4. 평가에 따른 국가차원에서 피해자지원에 대한 회의내용(1999.11.5)
연방법무부는 “피해자지원의 효과성과 집행: 확대기간의 종결이후 결산: 개정관심”이
라는 주제로 1999.11.5. 국가적 피해자지원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100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중 대다수는 피해자지원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다양한 발표 이
후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토론했다. 토론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로 이어졌다.

(1) 법률의 적용영역
▪ 실무에서 자문지원요청권이 허용되는 사람들의 범위는 법률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범
죄행위가 고려에서 빠졌거나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보통 보존성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피해자의 개별 범주가 법률의 적용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배제
는 법률의 목적과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개념을 총체적으로 의문스럽게 할 것
이다.
43) 특히 많은 차이점은 자문영역에서 존재한다(예컨대 ①조직과 관련하여: 행정으로 통합되거나 독자적 자문기구로 됨,
②의뢰인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 피해자로 전문화된 자문기구들, ③지원제공과 관련하여: 지원을 집행하
는 또는 지원을 전달하는 자문기구들, ④제한된 또는 무제한의 재정권한을 가진 자문기구들, ⑤비용을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자문기구들). 이들 차이는 그 외에도 형사절차에서와 보상이나 원상회복 절차에서도 존재한다(｢피해자
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연장된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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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시 지원과 장기간에 걸친 지원
▪ 자문기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와 반대로 자치단
체간의 부담상계는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여러 자문기구
에 지원을 요청하는 위험성은 경미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통제시스템
은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시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의 의미에서 “장기간”의 지원은 지불보장으로써 단지 보충
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시지원을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구분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
제이다. 자치단체간 합의하는 범위보다 연방차원에서 이런 쟁점을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법률은 최소한의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자문기구들은 상호간에 지원하
려는 경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의 조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보수의 법적 배려와 사회지원은 피해자지원과 반대로 기본적으로 상환될 수 있다. 이
것은 특히 실무에서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법률지원보다 종종 앞서가는 무보수의 법
적 배려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 법률지원 영역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3) 피해자권리보호

▪ 피해자의 인격권은 언론의 요구를 능가해야 한다: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신문
에 난 보도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비밀유지에는 언론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은 공허해질 것이다.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은
언론전달, 언론과의 회의, 사법관청과의 인터뷰로 족하다.
▪ ｢피해자지원법｣ 제4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절대적 비밀유지의무는 자문기구들이 피해자
와 신뢰의 기초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와 반대로 자문기구들
은 아동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후견재판소에 대해 신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범죄행위의 증인이 되었던 미성년자는 현재 피해자지원법 제5조의 인격권보호에서 어
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법률의 적용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권리는 성적 보존성의 침해 경우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모든 경우
에도 피해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는 내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
제이기 때문이다.
▪ 피해자에게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 수사판사를 통한 심문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조율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이 영역은 지침서에서 규정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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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 어떤 경우에도 범인이나 범인과 접촉한 자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야 한다. 모든 충돌 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변호권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적 영역에 해당하는(피해자지원법 제7조 제2항)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은 불충분하
게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범죄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적 영역에 대한 질문과
다른 내적 질문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다면 조사가 포괄적이지 않거나 중단될 위험
에 빠진다. 몇몇 경우에 피해자는 주변을 통해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
는 피해자에게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사법관청의 질문권
을 제한하고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적 영역에 대한 이런 질문을 허용하는 해결
책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전의 생활(예를 들어 유년시절 성적 학대)에 대
한 질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4) 보상과 원상회복
▪ 실무는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원
상회복이 사회에 의한 공격의 승인이기 때문이다.
▪ 원상회복을 위한 수입한계 내지 최대금액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보상에 대한 남용적 요청과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의 도구화는 제지되어야 한다.
▪ 원상회복이 어린 아동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되어야 한다.
▪ 범인과 피해자간의 명상을 도입하려는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지원
법의 의미에 상응하지 않고, 강간이나 가정 폭력의 경우 적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실무에서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보상규정에 관심이 있다. 수입에 따른 보상
시스템은 무조건적인 -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 전제조건에 대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고 이것을 고려하는 노력을 피해자에게 야기
한다.

(5) 자치단체간 그리고 연방과 자치단체간의 협력업무
▪ 자치단체간의 연대성은 여성 폭력피해자가 여성의 집에서 체류할 때 보다 더 나은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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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은 교육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 연방은 질적 통제와 모니터링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
▪ 연방은 스위스 문서처리중앙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연방은 기존의 조직과의 협력에서 내․외국 재난의 조율을 부담하는 것이 좋다.

(6) 비용
▪ ｢피해자지원법｣의 개정을 단지 비용차단이라는 쟁점하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
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피해자지원법은 입증된 대로 요구에 상응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피해자지원비용은 사회적․의학적 비용에 있어 장기간의 절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보충성원칙의 범위는 실무에서 불명확하다.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지원은 제3자에게 활동책임을 경감시켜서는 안 되고, 상환절차가 논쟁을 통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활동을 해당
하는 제3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사회보험 또는 사립보험을 통한 비용부담이 피해자지원에 앞서간다고 법률에 제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피해자지원과 사회지원 사이에서 정확한 한계가 도
출되어야 한다: 사회지원은 피해자지원에 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없다.
▪ 사회보장에서처럼 피해자지원에서도 교통사고에서 어떤 활동들이 책임보험에서 수용되
는지 명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7) 그 외 다른 영역들
▪ 대중과 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이 향상되어야 한다.
▪ 경찰의 피해자지원업무가 점점 더 중시되어야 한다.

5. 연방법무부의 시각
(1) 평가결과: 포괄적 개정
1993-1998년의 경험은 법률이 기본원칙들을 유지했고 효과적인 피해자지원으로 이
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가는 다양한 모순성을 발견했고 다양한 규정들이
실무에서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무는 부분적으로 법률규정과 상
당히 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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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항목에서 효과적 피해자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가
적 피해자지원과 피해에 책임 있는 사람 내지 보험회사의 활동, 사회보장, 후견재판소의
과제, 배려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보충성). 연방은 자치단체에 의해 보완
되는 최소한의 규정만을 공포한다는 지금까지의 기조는 어느 관점에서도 보장되지 않았
다. 이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이점으로 이어졌다.
피해자지원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들은 최소한의 활동을 충족하는 자치단체들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고 부담상환을 요구한다. 피해자지원의 다양한 수단들은 서로 합의되어야
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이중지원은 제거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역할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들에서 피해자지원법의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

(2) 개정 목표
개정의 주된 목표는 국가적 피해자지원의 3가지 기본과제를(자문, 재정지원, 형사절차
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지위 규정)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율하고 단순
화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누가 언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법률과 현실은 일치
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목표는 원상회복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 때문에 증가한 비용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차단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재정적 피해자지원 - 헌법
에서 규정한 것처럼 -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루는 것
이다. 특이 상황을 위해 규정된, 수입과 상관없는, 금액에 적합한 무제한적인 원상회복을
규율한 현재의 실무는 이런 위탁을 뛰어넘고 그 때문에 예견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부적
합한 비용으로 이어진다.

(3) 중요한 개정항목들

이런 기본적 사고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정보
- 자문기구들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지원과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의 수정
- 재정 활동과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 피해자지원법 16조 3항에 따른 2년간의 공소시효
의 수정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의 수정
- 자문기구들의 조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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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적 입법평가기준과의 관계(소결)
입법평가방법은 위에서 서술한 일반론(제7절)에서 ⑴ 효용가치분석, ⑵ 비용결과분석,
⑶ 급부경로분석, ⑷ 인건비추산, ⑸ 비용편익분석, ⑹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분석, ⑺ 실
무검토, ⑻ 상호의존성 분석, ⑼ 기능도식, ⑽ 교차점분석 등의 방법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기법 중에서 스위스의 경우에는 모든 분석기법이 골고루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효용가치분석, 비용결과분석,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들이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개괄적인 적용순서는 (1) 비용결과분석, (2) 비용편익분석, (3) 효용가치분석의 순
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스위스 사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첫째로 비용결과분석
에서는 우선 연방차원이 배정한 예산에 대하여 각 지자체가 형사피해자구제를 위한 기관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는 그래프 형식으로 각 지자체(칸톤)의 지출형식으로 나타
나 있다. 연방차원에서의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각 지자체가 할 수 있
는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 설립과 운영, 그리고 그 기관에 의한 자문형식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형태로는 보상과 원상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연방차원에서의 예산지원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입법학에서 말하는 비용추계에 해당한다.
둘째로 비용편익분석은 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이 또한 비용결과분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투입한 것에
대하여 사회학적, 법학적 비용편익분석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산술적 결과의 표현은 어
렵다. 단지 비용투입에 대한 효율성 판단을 설문조사(재정지원에 대한 만족수준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투입비용과 관련해서는 ① 개정내용을 단지 비용차
단이라는 쟁점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평가이라고 한다. 그 비용은 사회적,
의학적 비용에 있어서 장기간의 절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② 비용의 처리를 보
충성의 원칙에 입각하기 보다는 선급이 더 적당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③ 사회보험 및 교통사고와의 관계에서는 교통사고책임보험과의 구분성을 더 명확히 해
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기존 투입비용의 평가는 그 단
계에서 한 면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의 적용영역, 피해자의
권리보호, 각 자치단체와 피해자지원단체와의 관계, 기타 등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셋째로 효용가치분석의 단계이다. 이는 결국 다양한 법령의 목표효과를 비교, 조사하
기 위한 평가절차이다. 이 단계에서는 위의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는 법률제정의 목표달성도를 판단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순차적 평가방법들에 의하여 연방법무부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들은 ‘포괄적 개
정’이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과 개정 항목들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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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1. 사례: 라인란트-팔츠 주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44)
(1) 구상단계
사후적 법률효과분석에 대한 동기가 나온 뒤에 사후검증의 범위와 심사기준이 정해졌
다. 여기서 지금까지 화재 및 재난관리에 관한 법규정의 개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
던

모든

자료들이

선택되었다.

비교방식을

선택한

이후에

행해진

조작화

(Operationalisierung)는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을 검증하기 위한 예시적인 가
설을 이용하여 구상단계를 종료하였다.

1)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에 대한 사후적 법률효과분석의 동기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은 198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 사이에 경과된
시간은 한편으로는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기본구상을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적
배경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간동안에는 정치권(예: 연방에 의한 시민보호의 재구성), 사회(예:
명예직 활동준비의 축소) 및 기술부분(소방기술의 복잡성 증대)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
으며 이러한 발전은 비경찰적인 위험예방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나타냈
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된 화재 및 재난관리를 과거의 규정과 비교하여 어떻게 확고하
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들을 위험
예방의 변화된 여건에 조응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을 사후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동기는 행정모의훈련의 결과
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행정모의훈련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 관한 정부초
안에 기초하여 모든 관계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성안한 1981년의 화재 및 재난관
리에 관한 신규정들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2) 기준의 선택과 평가범위

44) 박영도/장병일(역), 『입법평가 입문: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7), 342쪽 이하를 참고
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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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은 일차적으로 1974년 6월 27일자 ｢주 화재보호 및 기술적
지원에관한 법률｣(Landesgesetz über den Brandschutz und die Techinische Hilfe:
BrandSchG)상의 규정들을 개선한 것으로서 비경찰적 위험예방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계
획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통과에 대한 동기,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목표,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상에 규정된 사안들의 개요파악이 행해졌
다. 그 다음에는 이 법의 목표를 확인하는 문맥에서 하나의 효과모델의 형식으로 생성된
심사기준이 선택되었다.
다양한 목표와 조치들의 관계를 이렇게 간이하게 서술하여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
상의 화재 및 재난관리의 임무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규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화재 및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예방조치를 위하여 임
무담당자들에게 단계적인 관할권분배가 분명하게 되었다.
이 모델에 대한 개관 가능한 구조는 이 법률의 다양하고 특수한 일부규정을 절감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사후검증을 구체화할 때 나타나는 모든 규
정들과 규정관련성에서 도출되는 모든 규정들 및 최초의 분석적 접근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여겨지는 모든 규정들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 효과모델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 간의 관계
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제1목표: 화재위험, 기타 위험 및 대규모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의 보장
제2목표: 화재위험, 기타 위험 및 대규모위험에 대한 사후 예방적 조치의 보장

두 가지 목표는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 동일한 서열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는 등급관계를 이루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
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극복”이라는 법에 선재하고 정치적으로 근거지워진 상위목표에
이바지한다.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 규정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행정
단위의 임무담당자에게 각종 예방조치에 대하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조치
들의 다양한 관계는 효력모델을 개관하기 위하여 서술되지 않았다.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목표와 제반 조치들간의 복잡한 관련성에 비추어볼 때, 개
별적인 사안에 각각 목표달성에의 기여에 관한 진술을 허용하는 가치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규율영역의 속성에서 나타난다. 특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정에 많은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관할관청과 수행자의 신속하고 유연한 행위가 필
요하다. 나아가 위험유형의 다양성과 손해가 발생한 사례규모의 가변성은 위험을 극복하
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가지는 의미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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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효과모델
(법에 선재하는)상위목표
예상치 못한 위험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극복
목표(제1조 제1항)

목표(제1조 제2항)

화재위험, 기타 위험 및 대규모 위험에

화재위험, 기타 위험 및 대규모 위험에 대한

대한 사전 예방의 보장

사후 예방의 보장

사전 예방적 조치

사후적 조치

자치구: 화재예방/일반적 지원(1조 1항 1
호, 2호, 2조 1항 1호)
소방대설치(3조1항1호), 소방대원의 재교
육과 연수교육(3조1항2호), 경보계획과
투입계획의 작성 및 지속(3조1항3호), 국
민의 자기지원 원조(3조1항4호), 기타 조
치, 특히 훈련실시(3조1항5호)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무료 지원(3조2항), 시장 또는
수임자에 의한 투입지휘(25조1항1호)

군에 속하지 않은 시: 재난관리(1조1항3
호, 2 조1 항3 호)
재난관리팀의 대비(4조1항1호), 재난관리
대원의 재교육 및 연수교육(4조1항3호),
경보계획과 투입계획의 작성 및 지속(4조
1항4호), 기타 조치, 특히 훈련실시(4조1
항5 호)

군에 속하지 않은 시
군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무료 지원(4조3항),
사전 및 사후 예방조치에 대한 재난관리스텝의
구성(4조1항2호), 시장 또는 수임자에 의한 투
입지휘(25조1항)

군: 경계를 초월하는 화재보호/일반지원/
재난관리(1조1항, 2조1항2호,3호)
화재관리를 위한 기관, 시설, 설비와 일반
지원 및 재난관리팀 대비(5조1항1호), 재
난관리스텝의 구성(5조1항2호), 재난관리
대원의 재교육 및 연수교육(5조1항3호),
게마인데와 협의하에 경보계획과 투입계
획의 작성 및 지속(5조1항4호), 기타 조
치, 특히 훈련실시

군
군에 속하지 않은 시와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무
료 지원(5조2항),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발생시
군수 또는 수임자에 의한 투입지휘(25조1항2
호)

주: 화재관리/일반지원/재난관리(1조1항,
2 조1 항4 호)
원전시설주변의 경보 및 투입계획의 작성
및 지속(6조1항), 재난관리스텝의 구성(6
조2항), 중앙연수원 설치(6조4호), 게마인
데와 군에 대한 자문 및 조달지원(6조5
항), 추락지점에 추가적 재난관리시설 대
비(6조6항).

주
라인란트-팔츠 주 주지사 또는 수임자에 의한
투입지휘(25조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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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모델의 내용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 대한 최초의 분석
적 접근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는 언제든지 특정한 개별규
정에 소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택된 규정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무시해서는 않된다.

<표 15>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개별적인 절
1절 : 목적 및 적용범위, 임무담당자, 주자문위원회(1-7조)
2절 : 화재관리와 일반지원을 위한 소방대(8-16조)
3절 : 일반지원을 위한 기타 보조기구(17-18조)
4절 : 재난관리팀 및 재난관리시설, 지원자(19-21조)
5절 : 보건영역(22-24조)
6절 : 투입지휘(25-26조)
7절 : 국민의 의무, 보상(27-31조)
8절 : 예방적 위험관리(32-34조)
9절 : 비용(35-37조)
10절 : 질서위반금 규정(38조)
11절 : 보충규정(39-40조)
12절 : 감독(41-42조)
13절 : 경과 및 종결규정(43-46조)

화재 및 재난관리에 관한 규정은 일차적으로 화재 및 재난방지 조직의 효과를 고려함
으로써 규정된다. 따라서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경우에도 제반
조치들과 행위를 마찰 없이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사후검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심사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되었다. 이러한 조
사를 위하여 3가지 심사기준이 고려되었다.
① 목표달성
② 실용성
③ 부수적 효과
사후검증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잠정적인 경비(인적 경비, 시간적 경비 및 돈)
를 고려하여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들 중에서 위험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입증된 규정들을 선택하였다. 관련되는 전문문헌들의 평가를 보면, 무엇보다도 임무
담당자의 관할권분배와 그 밖에 참여한 기관들 및 투입지휘의 조직이 예방적 위험방지의
효과성에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조사과정에서는 예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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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들이 서술된다.

<표 16> 개별 조문의 심사기준에의 정렬
목표도달
제1조 제1항

두 목표 모두 언급되어

(법률의 목적)

있음

제25조 제2항
(투입지휘)
제26조 제1,2항
(투입지휘권)

실용성

부수적 효과

관련성 없음

관련성 없음

중요한 의미

중요한 의미

중요한 의미

중요한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선택된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의 <표 17>과 같다.
<표 17>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선택규정의 내용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1) 이 법의 목적은
1. 화재위험의 대하여(화재관리),
2. 기타 위험에 대하여(일반지원),
3. 대규모 위험에 대하여(재난관리) 사전예방적이고 사후예방적인 조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

제25조 투입지휘
(1) 투입지휘는 다음 각호의 자가 한다.
1. 시장
2. 하나의 군영역내에서 수개의 게마인데와 관련되어 있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
을 경우에는 군수
3. 수개의 군 및 군에 속하지 않는 수개의 시가 관련되어 있는 기타 위험이 발생했
을 경우에는 주지사 또는 수임자
[.....]

제26조 투입지휘권
(1) 투입지휘자는 의무합치적 재량에 따라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에 투입지휘자의 임무영역에 관계되는 전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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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방식의 선택
조사할 자료는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의 사례에서 아래의 고려사항들을 통
하여 도출할 수 있는 비교적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목표달성 및 실용성

비교방식은 주로 이미 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선택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의 이해관계
는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을 사후적으로 법률효과분석을 하기 위한 동기 속에서 분명
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기초위에서 위험방지의 확실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과 이 법의 전신이었던 1974년 6월 27일자 ｢
주 화재보호 및 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률｣(BrandSchG)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했다.
비교를 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주 화재보호 및 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률｣
(BrandSchG)을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으로 대체하게 된 동기에 관한 정보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지침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전-이후-비교의 내용적인 방향이 확
고하게 되었다. 3가지 가장 중요한 동기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특히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입지휘의 자연스러운 이전을 유지하는 제25조와 제
26조와 관련하여 재난사례에 대한 현행 규정들의 강조
㉡ 유형, 범위 및 개입될 구조단체와 전문기관과는 무관하게 손해발생사례의 방지를 고
려한 법단일화와 법집중화
㉢ 일반지원 및 재난관리 지원서비스기구의 설치, 조직 및 협력에 관한 규정의 수용 및
이 규정의 위험방지에의 정렬

② 부수적 효과(부작용)

처음부터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상의 개별규정들이 실무에서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임무담당자가 화재 및 재난관
리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개별사례에서 투입조직간의 조정의 어려움을 발
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전문가들에게 타 임무담
당자 또는 투입조직들과 협력하여 위험을 극복해 나가는 사실상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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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한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전문가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하
고 구상단계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문제유형을
엄격하게 범주화하여 표현하지 않았다.

4) 심사기준의 조작화
검토기준으로서 목표달성(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정돈된 지원)과 실용성(확정된 또는 명
령된 제반 조치의 실행가능성)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상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하
여 공동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실용성을 조사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정(가설)이 표현되었다.

㉠ 재난사례에 대한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의 강조, 특히 연속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제25조와 제26조를 각각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법적 상황과 비교해볼 때 보다
실용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신속한 위험극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 화재 및 재난관리의 법단일화와 법집중화는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임무담당자들
에게 집행실용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기구설치, 조직 및 협력에 관한 요약된 규정들 및 투입조직의 지휘에 관한 규정들(제
25조, 제26조)은 이전의 법률상황과 비교해볼 때 위험극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가설들의 각각에 대해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서 의미하는 화재 및
재난극복의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할 지표를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가설 1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 이외의 지표들은 다음의 <표 18>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위험이 확산될 경우에 장래의 투입지휘자에 대한 조기의 투입지휘 신고
․ 마찰없는 투입지휘의 이전
․ 관할권이 이전되는 동안 및 그 이후에 최선의 정보흐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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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가설에 대한 지표들
가설

지표

심사기준

장래의 투입지휘자에 대한 조기의 투
이전규정과 비교해볼 때 신속하 입지휘 신고
고 효과적이며 정연한 지원

마찰없는 투입지휘의 이전

실용성

정보흐름의 확보
단일화된 법상태를 통하여 이전의 투입조직에 대한 보다 분명한 관할권
규정과 비교할 때 명령된 제반 조 규정
치의 집행가능성 증대

하위법률적 규범의 체계화

이전의 규정과 비교해볼 때 개선 지휘원칙과 협력원칙을 ｢주 화재 및
된 지휘와 투입된 조직간의 협력 재난관리법｣속으로 수용함으로써 효
을 통한 위험극복의 효과제고

실용성

실용성

과적인 투입지휘의 보장

(2) 실행단계

관념적 준비는 자료조사를 위한 방법의 확정과 이에 이은 자료조사의 실행을 통하여
전환되었다.

1) 방법의 확정

자료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선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의 적용에 관한 최초
의 가설을 표현하고 그 밖의 진행방식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정보 중에서 어
떠한 정보에 근거를 둘 수 있었는가를 심사해 보았다. 그 다음에 적합한 조사도구와 평
가도구를 선택하였다.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조사도구와 평가도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되는 출판물과 자료에 대한 이차분석, 이 분석은 내용분석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전문가인터뷰의 내용분석
․ 전문가 워크숍과 수범자워크숍

2)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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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출발점으로는 자료들이 평가되었는데, 이 자료들로부터 ｢주 화재 및 재난관리
법｣의 효력발생 이전과 이후의 화재 및 재난관리의 추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1982년까지의 법적이고 조직적인 상황에 관한 상황, ｢주 화재 및 재난관리
법｣의 입법사,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적용경험 및 1982년 이후의 화재 및 재난관리
와 관련한 법적, 조직적인 발전과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① 전문가인터뷰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중점들과 관련되는 자료를 평가함으로써 도출된 잠정적인 결과
는 부분적으로 표준화된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강조되었다. 이에 이어서 인터뷰의 내용
분석적 평가 기초로 사용된 설문조사결과의 기록이 이루어졌다.
부분적으로 표준화된 인터뷰의 도구는 다른 인터뷰형식과 비교해볼 때 이와 같은
기의 심사단계에서 관심있는 문제제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초
완전

히 표준화된 인터뷰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표준화된 인터뷰는 전문가들이 사안을 보다 더
잘 인식하도록 해준다. 당해 사안을 대화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난극복시 관할권이전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마찰 없는 진행을 저
지하는 과정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보고에 기초하여 관할권이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한 마찰의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예: 위험상황의 확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경우의 지체). 이러한 방식으로 심사기준으로서 부수적 효과
는 사후검증에 포함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조사와 관련된 핵심적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동일한 시간에 발생한 위험상황의 사례에서 제시간 안에 공동
의 투입지휘를 구성한 경험은 어떠한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르는 지체가 있는
가? 아니면 이 지체의 이유를 예방적 조치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가?
㉡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정보의무에 관한 경험은 어떠한가. 이 정보의무에 관한 경험이
적절한 경보계획과 투입계획에 맞게 시간에 근접되고 표준화되게 이루어지는가?
㉢ 해명이 필요한 재난사례를 폐기했거나 이러한 사례의 존재를 분명하게 서술할 법적인
기준을 확정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온 관할권에 합치되게 근거지워진 마찰을 저지할
수 있었는가?
㉣ 만약 손해가 각각의 관할영역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투입지휘를 차상위 행정단계에 마
찰없이 이전하는 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가?
㉤ 모든 담당자들간의 경보계획과 투입계획이 일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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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재난관리의 영역에서 임무담당자들 중 관련 대표자의 선택은 ｢주 화재 및 재
난관리법｣과 동법에 관한 주석서로부터 조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임무담당자는 화재
및 재난관리영역을 관할하는 군 내지 자치체의 행정직원이 된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의 화재 및 재난관리에 관한 중점별로 설문조사가 행해졌고, 예방적 위험극
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소방경위 내지 군소방대경위와의 인터뷰가 제공되었다.
고찰방법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특히 다루었던 문제에 대한 평가의 일치와 차이를 이
미 대화 중에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공동 설문조사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인터뷰는 경우에 따라서 지역들 간의 차이 또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각할 수 있는 시와 주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치단체의 임무담당자
들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 도청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들 내지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관할 감독청에 재
직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들 전
문가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중에 핵심적인 화재 및 재난관리의 임무를 다룰 수 있었
기 때문이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하며 현실에 가까운 형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평
가할 때 아래의 요소들을 유의해야 한다.

㉠ 먼저 관련 자료들을 평가하여 얻은 인식들은 인터뷰 대상자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경
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상실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그 동안 발생한 추이가 고려되었다
는 점이 확고하게 되었다.
㉡ 사안확정과 평가는 분리되었다.
㉢ 차이와 일치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전문가의 평가와 가능한 한 타 감정인의 판단
을 비교했다. 이것은 예외문제와 자주 발생하는 난점들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었
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난점들은 화재 및 재난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필요성을 의
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 이후에는 획득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또 다른 조사과정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워크숍과 수범자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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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결과를 전문가의 해석을 통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워크숍의 실시가
제공된다. 워크숍 참여자의 범위는 이전에 설문조사에 응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
고 범위를 확대시킨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조사된 결과가 ｢주 화재 및 재난관리
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에서는 관할부처의 대표자들도 참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워크숍 개최의 목적은 검증을 확증하거나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 내지 이 법의
적용실무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가능한 규정변경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워크숍은 아
래의 업무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 특히 검증된 신규정과 문제성 있는 규정영역을 고려하여 기록된 설문조사결과의 요약된
제출
․ 결과에 대한 논의 ; 이 경우에는 발생한 적용문제의 해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규정의 체계성 내지 개별규정의 개선을 위한 공동의 접근방식을 발전시미고 전개시킴
․ 현행 규정 상태를 개선할 경우의 진행방식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워크샵 결과의 기록

(3) 평가단계
획득한 자료는 부수적 효과를 고려하여 실용성과 설문대상 전문가의 경험보고의 이전
-이후-비교에 기초하여 평가되었다. 이로부터 도출된 제안과 함께 평가는 종결적으로 기
록되었다. 이 결과는 아래의 <표 19>에서 서술될 것이며 추정 1(가설 1)에 대한 결과의
본질적인 진술에서 예시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표 19>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의 사후검증 결과(1982-2000)

심사된 목적

목표달성
(실용성 부수적
효과에서 도출된
결과)

실용성

부수적 효과

검증

높음

달성

없음

예

높음

달성

(하위법적 규정들은

연속적인 투입지휘의
이전을 통한 신속한
위험극복(25, 26조)
법단일화와 법집중화는
임무담당자에 의한
위험방지를

긍정적
예

실감할 수 있다)

증진시킨다(1조 1항)

긍정적
(명확한 법적 기준은

c) 단일성과 효과적인
지휘간의 일치의

높음

달성

실무에 근접한
지휘규정의 수정추진을

개선(25조, 26조)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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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① 실용성과 목표달성에 관련된 가설 1에 대한 예시적 평가
연속적인 위험방지를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법적인 상황과 비교해볼 때 신속한 위험
극복을 가져왔다.
위험이 확산되어 갈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기 위하여 재난사
례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보다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 화
재 및 재난관리법｣의 신규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신속하게 될 수 있었다.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의 상세화는 화재진압조치의 신속성을 증진시킨
다.
재난사례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준용되는 것으로
는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속적 위험방지원칙이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방지에 대비하고 있는 지원조직, 기관 등이 하나의 지휘
하에 통합된다. 종종 위험상황이 재난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미 하위단위에서 상부단위로
투입지휘를 이전할 준비가 행해졌다.
이것은 장래의 투입지휘자가 조기에 지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장래의 투입지휘자는 관
할권이전 전에 이미 투입지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자신의 책임있는 활동이 있기
이전에 이미 상황속에 포함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투입될 팀과 전문관청에 대하여 알리거나 경보를 울리고 화
재나 재난상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로 실행된 지휘기능에 맞물리게 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동일하게 유지함에 있어 지휘책임의
자연스러운 이전을 보장해준다.
심사된 추정(가설)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요약한 평가를 통하여 ｢주 화재 및 재난관리
법｣의 전체구상이 법적이고 조직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규정과 비교해볼 때 증명된 것으
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적 요구의 지속적인 변경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위
험발생의 잠재력에 최적으로 조응시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은
각각 상황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개선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의 규율초안에 대한 모의훈련을 통해
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모의훈련을 도움으로 이미 이 법률의 생성단계에서 주요 규정
들에 대한 검토가 행해졌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규정의 예로는 투입지휘에 관한 규
정들(동법 제25조, 제26조)이다. 이 규정들은 대규모 손해사례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
한 중요한 규정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화재 및 재난관리의 법단일화를 통하여 보완된다. 이에 의하면, ｢주 화
재 및 재난관리법｣(LBKG)은 개괄적인 형식으로 중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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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은 대규모로 발생한 위험을 보다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지휘와
지원조직의 지도의 영역에서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갈등야기적 해석이 도출될 개연성
은 우선 규정의 분명하게 체계지우고

임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투입지휘의 관할권을 분

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뚜렷하게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은 - 이 심사는 초안단계에서 모의훈련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 이 법의 본질적인 규율의도를 입증해 주었다. 신속하고 효과적
이며 질서잡힌 지원을 보장한다는 목표는 아주 높은 정도로 달성되었다. 이것은 특히 체
계적으로 구성되고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파악된 규정상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개선된 집
행실용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1982년 이후로 약간만 변경되어 위험극
복의 변화된 요청에 조응하였다.

② 부수적 효과에 관련된 가설 2의 예시적 평가
임무담당자는 각각 자신에게 귀속된 관할권 속에서 제1조 제1항에 확정된 과제를 조
직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지원과 재난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에 속하지 않는 주와
군은 소위 신속투입팀(Schnelleinsatzgruppe: SEG)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일반지원과 재난관리의 영역에서 특정한 조치를 명할 관할권이
군에 속하지 않는 주와 군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적어도 하나의 사례에서는 목적합의에 기초하여 인접지역의 관할권 없는 구조지휘기
관이 신속투입팀을 요청하는 알람을 경보하였다. 그 결과 지휘관청의 관할권중첩으로 인
하여 발생한 경비(휴가, 비용 등)는 자원봉사 지원조직에게 보상되지 않았다. 알람경보실
무에 관한 통일적이지 못한 규정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관할권에 기인한 것이다.

(4) 제안
① 예시적인 검증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지 못
했다. 그러나 서두부분에서 서술된 정치, 기술 및 사회의 발전들을 고려해보면 규정요
소들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위험잠재력을 고려하여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과 이에 상응하는
하위법적 규정들을 변화된 상황에 조응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중기(mittelfristig)
의 간격으로 적용할 법률통제(Gesetzescontrolling)를 제안하고자 한다. 유사한 상황
에 있는 조사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5년마다 법률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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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속투입그룹을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일적이지 못한 관
할권 규정의 부수적 효과(부작용)는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그 원인이 있
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관할관청에 대해서는 알람경보실무를 게마인데의 경계를
초월하고 군의 경계를 초월하도록 단일화할 것을 제안한다.
③ 서술된 진행방식은 연방의 다른 주에서 사후적 법률효과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도 적합
하다. 연방의 다른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화재및재난관리법들은 여기서 진행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목표달성, 실용성 및 부수적 효과에 관하여 사후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술된 구상단계, 실행단계 및 평가단계는 각각 상응하는 법률의 규정체계에
따라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형사절차상 신문에 있어서의 증인보호 그리고 피해자보호 개
선을 위한 법률』에 있어서의 사후적 입법평가(연방법무부(BMJ))
(1) 개요
연방법무부는 입법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의 실무적 테스트 프로젝트로서
증인보호법(ZSchG)을 연방 “현대국가-현대행정” 국무장관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998년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동법은 사후적 입법평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아래 서술은, 기술적인 견지에서 증인보호법을 예로 하여 입법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에 기술된 일반적 접근방식의 구체화를 재현하고 있다.

[아래에] 상론한 바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평가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다. 이 구상은
대체로, 첫번째 작업단계에서 범죄자ㆍ피해자간 조정(TOA)의 형사소송법을 예로 하여
이미 테스트가 이루어진 접근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은 증인보
호법에 전용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
증인보호법은, 강력한 위해에 처한 형사사건증인의 이익을 보전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 범위에는 우선 무엇보다도 어린이 또는 그 밖의 ―성범

죄ㆍ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증인 그리고 노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증인과 같은― 특히 보호
를 요하는 남ㆍ녀 증인이 포함된다.

자신의 증언으로 인하여 보복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결과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증인들 역시 보호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는 우선 조직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법은 아래와 같은 네 개의 규율상 중점을 두고 있다.
- 수사절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은 여타 절차참가자들과 분리하여 실시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8조e). 공판절차에 있어서 증인이 자신에 대한 신문을 위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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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법정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a). 이 두 경우에 있어
서, 비디오 회선을 통해 진술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법률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시청각녹화장치로 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8조a).

경찰조사 그리고

검사에 의한 신문시에도 녹화가 가능하다.
- 신문내용을 녹화하여 추후에 이를 대안적 신문으로 사용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55조
a)은, 특히 성범죄피해자 그리고 어린 피해자 겸 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반복적 신문을
피하는 데 기여한다.

신문조서의 낭독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언제나 그것에 갈음하여

시청각 녹화물을 상영할 수 있다. 어린이 증인이 성범죄 또는 살인미수의 피해자로 된
경우, 그들에 대한 신문은, 사전에 이루어진 법관에 의한 신문의 시청각 녹화물을 상
영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피고 및 변호인이 거기에 공동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건이다.
- 증인이 신문시에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의 비용부담 하
에 직권으로 증인에게 변호사인 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인보호의 또
하나의 개선점을 추구한다(형사소송법 제68조b).

중범죄의 피해자, 영업적으로 혹은

단체로서 범해진 범죄 또는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증인보좌인이 원칙
적으로 선임된다.
- 성범죄 및 살인미수의 피해자 그리고 성범죄 또는 보호의무자의 학대행위의 피해자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신의 소득관계 및 재산관계를 묻지 않고
변호사를 보좌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97조a).

(2) 접근방법
접근방법은 대체로, 범죄자ㆍ피해자간 조정(TOA)의 형사소송법상의 사례를 예로 하여
이미 부분적으로 테스트된 사후적 입법평가(rGFA)라고 하는 방법에 의존하였다.

증인보

호법에 의한 사후적 입법평가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3단계의 검증 및 평가계획을 완성
하였다.
첫번째 단계에는 시험척도의 선별, 평가범위의 확정 그리고 시험척도의 조작이 포함된
다.45)

두번째 단계에서는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가 준비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지

금까지의 인식 가능한 입법효과 및 입법결과의 평가를 위한 착안점으로 기능한다.

이

평가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전문가 및 청취자 워크숍의 형태로 구상되
어 있다.

이 구상의 개발 그리고 그 투입가능성의 평가는 연방법무부와의 협조 하에 실

시되었다.
45) 조작화란 진술(추정, 가설)의 현실과의 합치성을 심사하는 접근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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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척도의 선별, 평가범위의 확정 그리고 시험척도의 조작화
시험척도의 선별이 평가범위의 확정 및 시험척도의 조작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관계로, 이 작업 단계들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
입법평가

테스트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함에

규율중점별 개별규정들 전체를 회귀적
따라,

목적달성,

실행가능성,

受容性

(Akzeptanz), 비용, 양성평등(Gender Mainstreaming) 및 부작용이라는 시험척도를 동원
하였다.
양적 현황조사 그리고 차후의 입법효과 및 입법결과 평가를 위한 기초로서 이 척도들
이 조작화되었고, 또 보충적 문제제기를 작성하였다.

이들 각각의 배치는 아래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개별규정들의 적시 하에 표시하였다.

<표 20> 시험척도의 조작화 및 문제제기
형사소송법 조문

조작화(가설) 내지

시험척도

문제제기
신문(訊問)내용을 시청각녹화장치에 녹화함으

제58조a 제1항 제1호

목적달성

로 인하여 16세 미만의 피해자증인의 증언용
의 및 증언가능성이 고취된다.

제58조a 제1항 제1호

목적달성

시청각녹화장치를 상영함으로 인하여 자백용
의가 고취된다.
신문내용을 시청각녹화장치에 녹화하는 경우

제58조a 제1항 제1호

목적달성

2차적 피해자화(sekundäre Viktimisierung)가
저지되어, 16세 미만의 피해자증인에 대한 배
려적 신문이 달성된다.
법관에 의한 신문내용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함

제255조a

목적달성

으로써 다회적 신문이 회피되고 또 피해자증
인이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 있

제168조e, 제247조a

목적달성

어서도, 실시간 영상전송을 하는 경우 범인과
의 직접대면을 피하게 됨으로 인해 증인보호
가 개선된다.

제168조e, 제247조a

受容性

범인과 분리된 신문방식으로 인하여 피해자증
인의 증언 및 증언가능성이 고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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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보좌인을 선임함으로 인하여, 증인이
제68조b

목적달성

신문시에 자신의 권리를 보다 더 실효성있게
대변할 수 있는 한도에서 증인보호가 개선된
다.
변호사(피해자변호사)를 국가비용으로 선임함
으로 인해 비용위험이 하락되는데, 이로 인하

제397조a

목적달성

여 부대소송의 원고가 예전보다 더 잘 형사절
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대변할 수
있다.
영상기술의 투입을 관할당국이 손쉽게 처리할

전반적

실행가능성

수 있으며 또한 기대되는 효용과의 관계에 있
어서 그것이 상당한가?

전반적

비용

필요한 영상기술적 설비를 구비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인가?
영상녹화기술 및 영상전송기술의 투입이 증인

전반적

부작용

의 정신상태 및 진술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에 해당하는가?

전반적

양성평등

전반적

부작용

전반적

부작용

영상기술의 투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성별
특유한 진술행태가 확인될 수 있는가?
영상기술의 투입이라는 견지에서 연령에 따른
특유한 진술행태가 존재하는가?
기록된 녹화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
호되는가?

2) 현황조사: 비교기법의 선정,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평가
입법효과 및 입법결과 평가의 기초로서, 도입된 규정의 실무에 대한 양적 현황조사 및
일차적 평가를 가능케하는 검증도구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동법의 효력발생 이후 시간
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려면, 시간별 분석기법(Ex-post-Analyse46)이 비교기법으

46) 사후적 분석기법: 시간적 배열을 통해 일정한 규율의 효력발생 후 그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교방법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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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바람직하다. 현황조사의 첫 단계에 있어서는 사전ㆍ사후비교(Vorher - Nachher Vergleich : 핸드북 263쪽, 가이드라인 30쪽)는 배제되어야 하는 바, 왜냐하면 동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내에서 ―증인보호법상 확립된 규율과 비교될 수 없는― 비디오기술을
활용한 증인보호적 신문방식에 대한 표준적 테스트만이 시행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양적 현황조사 그리고 개별적 실무영역에 있어서의 최초의 평가를 획득하기 위한 검
증수단으로서는, 1999년 및 2000년에 있어서의 동법의 핵심적 적용표지를 검증하는 수
단이 되는, 설문작성이라고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이 설문지는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서 형사절차상 신문을 담당하는 기관, 즉 경찰관서, 검찰 그리고 법원으로 송부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설문목록은 선정된 시험척도 및 법률규정별로 할당하여 아래의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한다.

<표 21> 시험척도별ㆍ개별규정별 설문
형사소송법 조문

시험척도

설 문
귀하가 속한 관공서에 영상기술적 녹화 및

―

실행가능성

신문목적의 영상전송을 위한 설비가 충분한
정도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귀하의 진술에

대해 간략히 이유를 대어 보십시오.

―

실행가능성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장비가 존재하고/하거나
사영업체가 동원됩니까?
귀하의 경험에 의할 때 이와 같은 해법들 중

―

실행가능성

어느 것이 가장 실용성이 큰 방법입니까?
간략히 이유를 대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해법들 중 어느 것이 귀하가

―

비용

생각하기에 비용면에서 가장 저렴합니까?
간략히 이유를 대어 보십시오.
16세 미만인 증인그룹 전체숫자와 비교할 때
16세 미만인 증인에 대해 녹화방식이 사용된

제58조 제1항 제1호

목적달성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별로 차별화해 주십시오.

법관에 의한 신문시에 시청각녹화장치를 이용한
제255조a 제2항

목적달성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범죄별로 특정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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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a 제2항

목적달성

58조 제1항 제1호

목적달성

제255조a 제2항 제2
문

제168조e

목적달성

목적달성

16세 미만인 증인의 경우에 시청각녹화장치를
이용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16세 미만인 증인의 경우에 있어서 녹화방식이
도외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세 미만인 증인이 공판절차에서 보충질문을
받아야만 했던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수사절차상 신문의 경우 실시간 영상전송은
얼마나 빈번히 사용되었습니까?
영상전송 기법은 얼마나 빈번히

제168조e

목적달성

외면되었습니까?

귀하의 진술에 대해 이유를

대어 보십시오.

제247조a

목적달성

공판절차상 신문에 있어서 실시간 영상전송은
얼마나 빈번히 실시되었습니까?
영상전송 기법은 얼마나 빈번히

제247조a

목적달성

외면되었습니까? 귀하의 진술에 대해 이유를
대어 보십시오.
신문이 지속되는 동안 증인에게 변호사가

제68조b

목적달성

선임된 사례는 몇 건입니까?

여기서도

범죄별로 특정하여 진술해 주십시오.

제397조a 제1항

목적달성

부대소송의 원고에게 변호사가 보좌인으로
선임된 경우는 몇 건입니까?

설문에 대한 답변이 행해진 후, 최초 2개 연도 동안의 동법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최
초의 평가가 실시되고 또 전문가-청취자 워크숍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추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3) 전문가-청취자 워크숍에서의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평가
목적달성, 실행가능성 및 비용에 관한 양적 데이터에 기하여, 또한 受容性, 양성평등
및 부작용이라고 하는 그 밖의 시험척도와 더불어서, 체계적인 질적 분석 및 평가를 실
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데이터 검증도구로서는 전문가-청취자 워크숍을 선택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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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가청취자 워크숍
가능한 조직, 적절한 진행 그리고 예상되는 워크숍의 내용에 관한 계획을 이 단계에서
요약한다.

가. 조직 및 진행
본 워크숍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 좋다:
㉠ 형사소송의 처리에 최소 5년의 경험을 가진 범죄수사당국, 변호사, 판사 및 검사 대표
자들
㉡ 대표성 있게 할당된, 주(州)를 초월한 전반적인 참가(복합중심지구 및 시골지역, 인구
밀도 희박주47) 및 도시주 그리고 구동독지역주 및 구서독지역주)
㉢ 정량평가시에 이목을 끄는 점이 있었던 주의 대표자

나. 동 워크샵의 내용부분은 아래와 같이 편별될 수 있다:
㉠ 프로젝트담당자에 의한 정량평가결과의 제시
㉡ 참가자들의 경험적 배경을 고려한, 현황조사에 대한 논평
㉢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증인보호법 적용시의 촉진적 요소와 저해적 요소를 고려한 토론
㉣ 조치 측면에서, [향후] 가능한 법률적 변동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결론도출
㉤ 사후적 입법평가에 있어서 [향후] 가능한 그 밖의 접근방식에 대한 결론도출

(3) 기법적 결과 및 그 밖의 접근에 대한 제안사항
사후적 입법평가의 절차 및 도구는 증인보호법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접근방법은, 사후적 입법평가 구상의 기본적 특징에 있어서, 범인ㆍ피해자 조정(TOA)의
형사소송법적 근거지움을 통해 도출가능하였다. 이 두 법률의 제도적 환경이 유사함으로
인하여, 증인보호법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후적 입법평가는, 범인ㆍ피해자 조정법을 수단
으로 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후의 작업단계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고려된다:
47) 원어는 “Flächenstaat”인데, 이는 그 주민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역이 넓은 국가(또는 주)를 말한다고 한다(위
키피디아 설명 참조). 호주, 프랑스, 몽고, 러시아가 여기에 해당하며, 독일 내에서는 도시 자체가 한 주를 구성하는
(이른바 도시주(Stadtstaat)) 베를린, 함부르크 및 브레멘을 제외한 나머지 주 모두가 Flächenstaat에 해당한다고 한
다. 따라서 Flächenstaat는 Stadtstaat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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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현황조사의 실시
㉡ 전문가청취자 워크숍을 위한 기초로서의, 정량평가에 대한 평가의 실시
㉢ 워크숍의 범위 내에서의 입법효과 및 입법결과의 평가
㉣ 동법을 주(州)법률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특히 이 구상에서 이루어진 조작화를 수단
으로 한 동법의 효과 및 결과에 관한 중기적(中期的) 보고의무의 확립

3. 소결
새로운 법률제정의 경우, 각각의 법률들은 각기 특정 목적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법률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효과적으로 잘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일
이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입법평가방법론이 병행적 또는 사후적 평가방법이다. 본
사례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예로서 서술되고 있는 적례이다. 그리고 사례1에서 대상으로
삼은 법률은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LBKG)이다. 여기서 본보기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의 주된 내용은 재난관리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연방차원에서의 지원제도와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제도의 충돌가능성까
지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1) 예산의 효율성, (2) 기존 법률과의 조화를 의도하였다.
여기서의 평가방식 역시 일반론(제7절)에 따른 평가방법론48) 중 실무검토, 상호의존성
분석, 기능도식, 교차점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구 법률과의 비교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즉, 이러한 점을 기본지식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을
사후적으로 법률효과분석을 하기 위하여 우선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 동기 속에서 분명
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기초위에서 위험방지의 확실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 화재 및 재난관리법｣과 이 법의 전신이었던 1974년 6월 27일자 ｢
주 화재보호 및 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률｣(BrandSchG)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서 각각 심사기준(표 18 참조)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평가동
기에서 주로 이루진다. 본 사례에서는 방법론의 여러 가지 수단 중 재난구조 전문가의
인터뷰를 선택하고 있는 점에서 스위스의 경우 수범자 집단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지
원내용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서 인터뷰라는 방식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기초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과정 중에서 부수적인 결과로서 부작
용 또는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등도 도출된다.
결국 독일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도 결과적으로 당해 법률의 효용가치분석이다. 즉,
다양한 법령의 목표효과를 비교, 조사하기 위한 평가절차이며, 이 단계에서는 위의 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는 법률제정의 목표달성
48) ⑴ 효용가치분석, ⑵ 비용결과분석, ⑶ 급부경로분석, ⑷인건비추산, ⑸ 비용편익분석, ⑹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분
석, ⑺ 실무검토, ⑻ 상호의존성 분석, ⑼ 기능도식, ⑽ 교차점분석 등의 방법; 자세히는 제7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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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며, 그 실용성과 부수적 효과를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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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민불편법령개폐를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와 현행 유사제도

1.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사후적 입법평가라 함은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조사․평가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의 목표달성을 사후에 파악하고, 법규정의 부수적 효과와 그밖에 발생한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현재의 법규정의 개정필요성과 개정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서 실행되는 것”49)이라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실제로 최초의 입법자의 의도대
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개정, 폐지 또는 대체법률의 마련
등을 위해 수행되는 것”50) 또는 “입법이 시행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 법령시행의 효
과를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처음의 입법예측이 타당했는지를 점검하는 것”51) 내지 “법
령이 공표되고 시행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법제처의 법제정비나 법령해석과
유사한 것”52)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할 때,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규정의 개정필요성과 개정의 범위
를 확정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령안을 입안, 심사 또는 의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대해 상위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의 개별 조항이 입법목적의 실현
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국민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하여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폐지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여부를 추론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재심사 과정을
사후적 입법평가로 재정리할 수 있다.

2. 관련 제도

49)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648쪽.
50) 최윤철, “입법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입법정책」제1권제1호, 191쪽;정창화,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
구: 독일 GFA 평가방법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제2호. 107쪽, 박영도,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 방안”, 「공법연구」제38집제1호제1권, 220쪽 등 참조.
51) 이인호,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 사례연구”, 「공법연구」제38집제1호제1권, 185쪽.
52)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38쪽; 법제처, 「입법평가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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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헌법령의 심판제도 등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령안에 대한 입안․심사 또는 의결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령
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여부를 추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법기관
이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소의 제기 등을 기다려 해당 법령의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하
여 그 법령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인하거나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배제를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헌법소원심판제도(헌법 제107조제1항과 관련한 제
111조 제1항 및 헌법 제111조 제5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나 법원의 법령의
위헌․위법심사제도(헌법 제107조제2항)는 사후적 입법평가와는 구별된다.

나. 입법예고제

현행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안을 마련한 행
정청은 해당법령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53), 입법
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
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그리고 입법예고를 받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함
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
고를 하여(제41조제3항),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제44조제1항)
하는 한편,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3항과 제4항).54)
이러한 입법예고제는 공표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개정안 등에 대해 입안 또는 심
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분쟁해소가 아니라 법령안의 개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
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후적 입법평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법제심사권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법령입안권에
53)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은 국민의 편리 또는 불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예고의
대상이 된다.
54)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고판례 :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도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6.8. 선고 90누2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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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령입안행정청과 법제심사권한청 양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있다.

다. 행정입법의 국회통지제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고(제1항),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 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제2항), 행정이 법률의 위임하에 발하
게 되는 각종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지제는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령안에 대한 것으로 궁
극적으로는 잘못된 행정입법의 개정 또는 폐지 등 법령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후적 입법평가로 볼 수 있으나, 국회는 법률에 대하여서만 의결권한을 가질 뿐 법률하
위 법령안에 대하여는 입안, 심사 또는 의결권한이 없다는 점과 국회입법으로서 법률에
의 위반여부 등을 평가의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기
보다는 母法의 입법기관으로서 子法인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수단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5)

3. 정리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령안에 대한 입안, 심사 또는 의결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표․시행되고 있는 법령안이 상위법에 위반하지는 아니하나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하다거나 국민의 법치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정, 폐지
또는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헌법상 법령안의 입안, 심사 또는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는 소속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
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뿐이고, 정부는 법률안을 입안권(소관 행정각원․부․처)과
55) C.K Allen은 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전상수, ｢한국의회의 입법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지민, ｢행정입법에 대
한 국회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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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안권을 비롯하여 법률하위법령에 대한 입안, 심사 및 의결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
는바,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대상법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
이며, 이러한 대상법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하기에 적합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법령

1. 현행 국민불편법령사업 대상의 선정기준

현재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은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등에 접수된 국민의 의견과 자체
발굴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의 선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 수 있다.56)

- 현행 법령 중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자의 수가 많은 경우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큰 경우
- 그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그 자체로서는 무리가 없지만,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고 객관성을 유
지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민의 일반적 법의식조사결과 및 법령이 일반국민에 대해 적용되는
단계별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 법령평가를 통해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대체법령을 촉구하기 위한 기준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일반적 법의식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의하면,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나 느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의 대부분이 권위적(43.6%)이거나 또는 불공평(32.6%)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57),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의 조사결과 및 1994년의 조
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권위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갖고
56)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69쪽.
57) 이세정,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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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표 22> 법에 대한 인상
자료출처 :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문5) 〇〇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결과

%

공평하다

8.9

민주적이다

14.2

불공평하다

32.6

권위적이다

43.8

기타

0.6

모름/무응답

0.1

계(N=3,007)

100.0

<표 23> 1991년 / 1994년 및 2008년의 법에 대한 인상조사와의 비교
자료출처 :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구분

1991년 조사

1994년 조사

2008년 조사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공평하다

13.4%

공평하다

13.0%

공평하다

8.9%

법에

민주적이다

11.1%

민주적이다

12.8%

민주적이다

14.2%

대한

엄격하다

18.9%

엄격하다

19.1%

불공평하다

32.6%

인상

편파적이다

24.7%

편파적이다

24.9%

권위적이다

43.6%

권위적이다

32.0%

권위적이다

30.3%

기타

0.6%

모름/무응답

0.1%

그런데, 법이 ‘권위적이다’고 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해 법이 군림함으로써 그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원인으로는 생각건대, 법조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의 곤란성이나 현실괴리성 내지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치우친 자의적 입법에 의한 국
민법감정과 규범의 불일치성58)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되며, 법이 ‘불공평하다’는 것
은 “수범자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신분에 따라 법적용에 차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응답국민의 76.2%가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법의 필요정도에
58) 박균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부처단위 또는 과나
팀단위로 소관법령을 갖고자 하는 공무원의 의식에서 찾고 있다.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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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아래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7%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74.1%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
하여’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9)

<표 24> 법의 필요정도
자료출처 :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문6)귀하는 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

반드시 필요하다

55.0

필요한 편이다

42.7

97.7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0
2.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3

계(N=3,007)

100

<표 25> 법이 필요한 이유
자료출처 :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문6-1)그럼, 법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74.1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4.6

국가의 통치를 위하여

6.9

분쟁해결을 위하여

4.3

기타

0.2

무응답

0.0

계(N=3,007)

100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의 분석은 “이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법을 통치나 형벌
의 수단으로 여겼던 과거의 전통적 법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사회계층간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조건 및 가치가 ‘법의 지배’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유지․발전해 가는 것에 대한 공통
59) 이세정,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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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60)를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법이 비록 권위적이고 불공평하여 법의 지배하에 생활함에 있어
불만스럽고 거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국민불편과 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으로 파악한다면 법은 필요하고 그 법은 좋
은 법으로서 국민에게 불편감을 주기보다는 ‘편한 법’ 내지는 ‘좋은 법’으로 인식될 수 있
도록 법 또한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61)
어찌되었던지, 불편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
북하거나 괴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전제로 할 때 국민불편법령이
라 함은

“국민이 생활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을 따르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운 상

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이 일상생활에 있어 어떠한 법령을 따르는 것이
거북하다거나 괴롭다는 것은 국민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그 시대를 사는 국
민일반의 법감정과 현저한 괴리를 야기하여 그 법적 제한을 일반국민이 수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62)

4. 사후적 평가대상이 되는 국민불편법령
앞에서 살펴본 국민법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이 비록 권위적이고 불공평하여 법의
지배하에 생활함에 있어 불만스럽고 거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법
이 필요하다고 하는바,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제정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보다는 사회질서를 특히 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질서유지를 위
한 법은 민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등 일부 私法을 제외 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公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전자는 사적 자치에 근간을 두고 법률행위능력자간의 자
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반면, 후자는 일반통치권의
행사를 위한 준거법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행정기관의 행위규범 내지 일반통치권을 행사
60)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78쪽
61) 좋은 법률에 대한 요구의 증대에 관하여는 최윤철, “입법학 연구의 현황 및 전망”, 169-170쪽 참조.
62)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으로서 예상비용과 실제발생비용 및 비용의 질적 평가 이외에 수범자의 자발적 복종정도(수
용성), 실용성 및 부수적 효과(예상하지 아니한 부작용 포함) 등의 기준(최윤철, 앞의 논문, 191쪽)은 국민불편에 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좋은 법률의 조건에 관하여는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
구」, 2003. 33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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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근거가 되는 작용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는 법률 이외에 별도의 법률하위법령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후
자는 법률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법률의 위임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 법률
의 하위법령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편,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규정의 목표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직법
령의 경우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
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용법령의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국민불편과 관련된 법령은 주로 후자인 작용법령이 그 대상이 됨을 일단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불편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용법령
의 일반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민불편법령의
개략을 살펴 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작용법령의 기본적 유형

작용법을 포함한 모든 입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속적 규율로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국민불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제한하는 법령은 아래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는 우리 헌법 제37
조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관
부처별 법률이 있게 되며, 다음으로는 해당 법률의 집행을 관장하는 행정각부는 그 법률
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입
안․제정․공표․시행하게 된다.
예컨대,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도 행정각부의 소관사무에 따라 건축질서, 식품질서 또
는 도로교통질서 등 개별 법률상의 종국목적이 정해지고 이러한 종국목적을 위하여 건축
허가나 식품안전의 요건 또는 도로교통의 방법의 적법요건 등 세부적인 중간목적이 그
법률의 하위법령에 의해 각각 조문화되게 된다.
그리고, 이들 법령체계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일수
록 효력우위는 갖지만 적용우위는 갖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은 상위법에 반할 수는 없지
만 적용면에서는 상위법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국민의 법률생활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행정규칙>고시>시행규칙>시행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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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순서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6> 헌법과 작용법령의 기본적 유형
법유형

제안권자

비고

헌법

국민의 일반의사

종국목적 :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공공복리

법률

국회의원, 정부

소관 행정각부에 의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소관 행정각부

개별 법률의 목적을 위한 중간목
적 규정+법정효과의 세분화
*고시의 경우 「행정규제기본
법」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규제사항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효력/적용우위

* 효력 : 헌법>법
률>시행령>시행
규칙…
* 적용 : 행정규칙>
고시>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소관
행정각원․부․처․청

행정규칙

법령해석기준/재량행사 기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의 <표 27>과 같이 일정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계획법에 있어서는 계획주체가 해당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요건형성으로서의 계획
수립을 위해 영역별 차상위의 종국목적과 계획대상에 대한 행위제한의 구조를 갖는 반
면, 계획법을 제외한 작용법은 해당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적으로서 일정
한 의무(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여부에 따라 또는 일정한 요건(인적 또는 물적 요
건)의 구비여부에 따라 법정의 수익처분이나 침익처분 또는 일정한 제재를 부여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

<표 27> 법령의 구조
입법목적

규정방식

국가안전보장

해당 법령의 영역별 종국목적

공공복리

↔ 행위제한

질서유지

중간목적 ↔ 실효성담보수단 등

법분야

통제

각종 계획법

이익형량에 의한 통제

계획법을

평등․비례․보충성원칙 등에

제외한 작용법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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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각종 작용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중간목적으로서 개개의 요건조항과 효
과조항이 일반국민의 법정서에 합치되고, 그 법문이 예측가능하여63) 법령준수에의 기대
가능성64)과 위법에 따른 제재조치의 수인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개별 작용법의 구체적 구조

작용법령의 내용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살
펴보면, 먼저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제안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성립하게 되고,

이 법률은 “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법률이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질서유
지”를 통한 “공공복리”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총칙규정으로서 개념정의 조항 등을 둔 후 본칙규정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제2장)’을 비롯하여 이 법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간
목적으로서 다중이용업의 인가․인가․등록․신고․수리 등에 관련한 사항(제3장),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제4장)을 둔 후 제5장 보칙을 비롯하여 제6
장에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편익 또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과 같이 시대의 변화․발전에 용이하게 순응하기 어렵거
나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법적용과 행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그 기준을 명백히 하여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과 행정권행사의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63) 예컨대,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는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음란개념이 동일하지 아
니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인호, “한국에서의 입법평
가”, 주18) 참조,
64) 참고판례: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성교를 보호해야 할 법익이 더 이
상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구애수단은 상대의 환상을 유발하도록 과대포장되고 극적으로 연출되기 마련이어서
어느 정도의 기망을 그 요소로 하므로 “지키지 않을 또는 지키지 못할 혼인의 약속을 내세워 상대를 속이지 말라”는
도덕률 준수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도덕률 준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은 혼인빙자
간음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8헌바
58,2009헌바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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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법률과 하위법령
법률

제9조(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행령 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
통로)

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및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

하고

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

자 하는 자는 영업

시행규칙 제9조 (다중

음 각 호와 같다.

장에 대통령령이 정

1. 소방시설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

하는 소방시설등 및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

라

영업장 내부 피난통

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

영업장에

로 그 밖의 안전시

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

안전시설등(이하

설(이하

"안전시설

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전시설등"이라

등"이라 한다)을 행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의 설치 기준은 별표

정안전부령이

바닥면적(계단ㆍ화장실ㆍ복도 등 공유면

2와 같다.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설

적을 포함한다)이

치·유지하여야 한다.

영업장에 설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설치하는
"안
한다)

150제곱미터 이상인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다중이용업
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민이 어떠한 안전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률
이나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의 별표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을 갖거나 그 기준
에 사회적․기술적 수준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65)

라.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치국가 하에서 국민불편법령은 일차적으로는 효력우위가
아닌 적용우위에 있는 하위법령에 의한다고 할 것이며, 이들 하위법령은 일반국민의 생
활관계에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들 시행규칙의 별표기준 등
이 일반인의 법정서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되고66) 그것이 위헌․위법의 판단대상에 이
65) 예컨대,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 영국도 최초의 증기승용차를 만드는 등 자동차산업의 초기 역사에서 프랑스 독일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국은 1865년에 기존 교통수단인 마차를 위해 새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규제하는
적기조례법을 도입하면서 자동차산업을 후퇴시킨다. 적기조례법은 자동차 속도를 시내 3Km/h, 시외 6Km/h로 제한하
고, 낮에는 조수가 50m 전방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붉은 랜턴을 비춰 자동차 주행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3Km라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다. 당시 자동차 최고속도가 40Km/h로 꽤 빠른 편이었는
데 이 속도를 활용할 길이 막힌 것이다. 또한 운전수와 화부 외에 조수까지 두어야 하므로 한 대의 자동차에 세 명이
나 인력이 필요했다. 결국 다른 나라의 자동차산업이 발전될 때 영국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자동차 발전을 막는
적기조례법은 영국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김중태, “새로운 언론인 포털뉴스와 적기조례법의 교훈”, : http://www.dal.kr/blog/001694.html <2010.6.5.
접속>
66) “프랑스 동부 콜마시 법원은 ‘자전거도 차량이며 자전거 운전자의 태도가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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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법치국가를 전제로 하는 일반국민생활은 지극히 불편에
빠지더라도 그 법령의 준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사후적 평가의 대상은 아래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우위
에 있는 하위법령을 최우선으로 하되, 하위법은 상위법의 위임한계 범위 내에서 합법성
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간 위임체계를 전제로 상위법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어
해당 하위법령만으로는 국민불편의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위단에 있는 법령에
대한 개정 또는 대체법안의 마련을 위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7)

이러

한 논리는 헌법상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 내지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라고 하겠다.

<그림 8> 법령사후평가의 순서도

마. 구체적인 대상법령선정의 기준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①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현
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 ②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령, ③정보
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④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

있다’는 전제하여 귀가 길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운전한 사나이에게 1,500프랑의 벌금형과 징역 3년
에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운전면허취소판결까지 추가하였다”(경향신문, 1995. 11. 17.)고 하는 바, 우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조 제16호 가목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개념정의하면서도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17조에서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자로서 자동차를 별도로 정의한 다음 자동차를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적
발될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대한 위반으로서 법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프랑스와 같은 경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바, 법령의 개념정의조항은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67) 법제처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법령정비대상과제로 훈령예규
․
중 개인정보조회열람절차
․
등 총 21건이 대상으로 선정
되고 있는바,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훈령예규
․
등의 제개정의
․
일반원칙
에 대하여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 2010. 32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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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또는 “①현행규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②어
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지 여부, ③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
느 정도까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④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지 여
부 및 ⑤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제시68)되기도 한다.
생각건대, 법령개폐사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국가의 확인․
보장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출발한다고 본다면,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입법
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헌법 제37조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
및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권의 행사가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헌법 제119조의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
로 하는 시장질서의 존중여부”를 판단의 상위개념으로 삼아, 이로부터 하위의 판단기준으로서
“①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 ②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
거나 불합리한 법령, ③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④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는 긍국적으로 법령의 집행단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범
자의 법령에 대한 저항으로서 재판이나 법령유권해석요청 또는 전문학자들의 논문 등에서 논
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기준과 관련하여 입법불비 내지 입법미비69)이 쟁
점이 되거나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판결70)이나 학설상의 주장 등으로부터 그 단초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사후적 평가대상이 되는 국민불편법령의 구체적 예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사후적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
불편법령을 구체적을 정형화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8) 박영도 외 2인,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Ⅲ)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 한국법제연구원, 2007. 41쪽.
69) 참고판례 : 정보공개조례안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
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태여 국가의 입법미비
를 들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원”에는 당연히 군사법원도 포함되는데도 서울고등법원이 그
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권 및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해석이고, 만일 서울고등법원의 해석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원”에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미비로서 일반법원이나 검찰청 직원등과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군사법원 직원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과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4.12.29.
92헌바22 全員裁判部 ) 등 참조.
70) 다만 이른바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 및 그 판단 기준이 다른 모든 법률상의 ‘음란’ 개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음란’으로, 이때의 ‘음
란’에는 이른바 엄격한 의미의 ‘음란’ 판단 기준에서 한층 완화된 기준에 의한 성적 표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다. 여하튼, 우리의 음란물규제입법에 있어서도 미국, 독일 등 외국 입법례와 같이 ‘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
유형별로 명시하거나 ‘음란’이라는 규범적 개념을 탈피하는 등으로 규제입법의 명확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도록 전반
적인 입법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6헌바109, 2007헌바49, 57,
83, 129(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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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법령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의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법상 자율과 창
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개인과 기업의 각종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규제법령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
는 규제법령 또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의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시장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법령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 수단의 적용은 시장의 자율적 통제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인증제나 자기완결적 신고제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로
그쳐야 할 것이며, 시장의 자율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례원칙 내지 보충성의 원
리에 따라 그 규제밀도가 약한 규제수단을 가급적 먼저 적용하여 「자기완결적 신고 →
행위보충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제) → 회복목적의 허가제 → 금지유지목적의 예외
적 승인제 또는 특허적 성격의 허가제」의 순으로 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사후적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9> 규제단계별 사후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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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령

행정편의적이라 함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행정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보다는 행정
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행정편의적인 법령이라 함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청
이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소관 행정청이 편리한 쪽으로만
법령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에 의한
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별단위시설에서 공정단위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단위시설별 허가제를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로 의제한 후 1년 이내에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
목적이나 위 부칙 조항의 문리적 해석, 법률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의 허가단위
변경만으로 기존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
어,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정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허가증의 재교부
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허가증의 재교
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허가가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71)가 그
예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법령으로는 에컨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인에게 대여되고 있
는 4륜ATV(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2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두지 아니하여 면허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업주의 말을 믿
고 4륜ATV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청소년 등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되는

등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향후 관광지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여업에 따
른 청소년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등의
개정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밖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
호대상에서의 예외로 되는 개인정보(제6조제3항의 국가의 안전이나 범죄의 수사 등을 목
적으로 하는 개인정보파일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제외 및 개인정보파일의
공고제외)는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삭제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수사자료를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근거로 고소․고발․이송사건 등 사건과 관련
하여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금지를 원칙으로 한 것도 법에서는 풀고 행정규칙으로
7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4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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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막는 모순된 것으로 조속한 시정을 요한다.

다.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매개로 하는 광고
성정보의 규제에 있어 매체간의 융합화로 인하여 매체별 구별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전자우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
하여 광고성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는 "Opt-out"방식을 취하면서도 전화․모사전송기
기에 대하여는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광고성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Opt-in"방식을 취함으로써 양자가 융합하고 있는 형태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메일형
식에 의한 광고성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긍극

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관점에서 수단에 대한 규제보다는 그 매체가 갖는 기능
의 관점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는(제5조) 한편,
이러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
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
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에 대한 금지를 원칙으로 대통령령이 정
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나 그 권한을 위
임받은 자가 해당 시설이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제6조제1항).
그런데,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당구장의 경우에는 게임제공업 등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절대
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에서도 금지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규제밀도를 완
화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에 있어서는 소위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규제밀도에 의한 재량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체육시설로서 당구장이 금지해제를 받
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의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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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주체

1. 입법관련기관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입
법독점권을 인정하면서도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에 대하여 법률안 제안권을 각각
인정하여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에 대한 법률안제안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의회의
입법독점을 실질화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72) 한편,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75조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시행령)제정권을 그리고 제95조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하에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권의 행
사를 인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부터 사후적 평가의 대상범위를 법률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하위법
령을 포함한 법령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령안의 입안,
심사 또는 의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기관은 그 권한행사 과정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법령에 대한 사전적 내지는 평행적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후
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2. 법령의 사후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가. 국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것을 그리고 헌
법 제52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법률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서 국회가 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특히, 현행 「국회법」제37조는 행정각부가 입안하는 법령을 포함하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소관사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
한 보조기관으로서 전문위원제도(제42조)와 소위원회제도(제57조)를 두어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에 의해 정립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각종행정규칙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
는 상설 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과 제79조의2는 법률안 비용추계(Cost Estimates
72) 정종섭,「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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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ill) 제도에 해당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규정하여 일종
의 사전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73)에서 사전평가의 피드백으로서 공표․시행되
고 있는 법률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당연히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나 각부장관이 발하
게 되는 법률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평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달라 질 수 있다.
긍적적인 측면에서는 법률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 법률을 母法으로 삼
고 있는 子法에 대하여는 당연히 사후적 평가가 가능하다거나74), 우리 헌법상 국회입법
권조항과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률하위법령을 포함한 법령 전반에 대
한 사후적 입법평가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헌법은 국회의 입법독점주의가 아닌 입법중심주의를 취하
여 정부에 대하여도 법률안 제안권을 인정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행정에 의한
입법권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헌법이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발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의회 입법능력의 한계와 이러한 입법한계
를 행정이 가진 전문성․기술성․신속성으로 극복하려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등에 중
점을 둘 경우에는 법령 전반에 대항 국회의 사후적 입법평가는 행정에 의한 사후적 입법
평가에 비하여 그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비연속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입법개선이 어렵게 되고 방법론에 관한 관할을 지속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75)는 단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한 논거로서 “의회와 그 소속기관이 입법평가에 대한 권
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회와 그
소속기관의 임무는 아니다. … 즉, 의회가 스스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가 행정
활동 속으로 뒤섞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책임성도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76)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및 권력분립원칙을 감안할 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각종 행정입법 국회입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견제적인 측면에서 해당 행정입
법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정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3) 홍준형,「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38쪽.
74) 참조법리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
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
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 (헌법재판소 1990. 10. 15.
89헌마178 全員裁判部).
75) 박영도, 「입법학입문」, 721쪽.
76) Daniel Kettiger, "Kooperative Rechtsetzung-Gedanke zur Zusammenarbeit von Regierung und Parlament",
LeGes 1999.2. S. 15ff(박영도, 앞의 책, 73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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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헌법 제52조는 정부에 대해 법률제안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
에 의한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법률안 제안은 헌법 제89조제3호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제
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관사무
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대통령안을 입안하여 국무회의의 의안제안으로 제출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국무회의규정」제3조), 그리고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
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애 대한 심사(「정부조직법」제20조)를 행하게 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하위법령 등 전체 법령에 대하여 입안 및 심사기능을 수
행하고 있는 정부는 어떠한 입장에 의하든지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위
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모든 법령에 대해 사후적 평가를 수행한다고 할 경우77), 평가의 최상
단에 있는 법률의 제정기관인 국회와의 협업을 전제로, 법안을 입안하여 제안하는 중앙
행정청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별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내의 법령안심사기
관인 법제처으로 단일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
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정부 내의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후입법평가
의 주체가 되도록 하되, 법령입안기관이나 국민불편법령 등 고충민원을 관할하는 국가기
관에 대하여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으로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 제3의 기관

국민의 일반정서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입법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법령안을 입안한 기
관에 맡기는 것은 “자기행위에 대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자연적 정의
의 원리(Natural Justice)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법령에 대한 선입관으로 의도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것을 강변하는 입장에 선다면 해당 법령안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제
3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후적 평가를 행하게 하고, 법령안을 입안하거나 심사 또는 의결하
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평가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소관 행정
각부에 의한 자체적인 사후적 입법평가는 자연적 정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의
논거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그 점에서 제3의 독립기관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78)
77) 입법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부가 총감독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영도, 앞의 책,
731쪽.
78) 독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정책제언보고서에서도 독립된 입법평가기관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박영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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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3의 기관의 형태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정부부처 내에 규범심사위원회
내지 규범심사청을 두는 방안과 프로젝트팀 또는 상설외부전문가단을 설치하거나 학문연
구기관의 전문가단 또는 학문연구기관 그 자체에 설치하는 방안 및 연방의회의 의회조사
처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적합한 기관에 특별연
구단을 위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79), 우리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적
이고 병행적인 입법평가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가 이러한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후입법평가 가버넌스

가버넌스 내지 協治(governance)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
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통치형태로서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
체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에 의해 도출되어, 주체간의 관계 변화 외에도 급속하
게 추진된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틀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틀 속에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가버넌스이다.80) 가버넌스와 함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뉴가버넌스, 즉 '신공
공관리체계'81) 또는 '신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치에는 통상 ‘규칙기반의 협치’(rule-based governance)와 ‘관계기반 협
치’(relation-based

governance)가 있는 바, 전문성결여로 인한 국가의사결정의 지연과

그 질적 저하, 전문관료집단의 장점이 무책임한 시민운동가에 의해 매몰될 가능성 국민
이 준수해야 할 공법적 의무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와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그
것을 실현케 하는 행정수단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치주의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
며82) 대의제를 전제로 간접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현행 헌법의 관점에서도 바람
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규칙기반의 협치형태’로서 법령에 기반을 둔 국민불편
법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위한 국민참여의 형태를 도입하되, 입법이 갖는 전문성과 기
술성을 감안하여 사후적 법령평가기관의 보조적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83)
더나아가, 정보화기술의 고도화를 감안할 때에는 ‘웹 2.0’에 기반을 둔 집단지성84)의
학입문」, 716쪽.
79) 이상은 박영도 앞의 책 717쪽에서 726쪽 참조.
80) 협치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최창현/최삼수, “협치(Governance)개념의 조작화와 국가간 비교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22-23쪽 이하 참조.
81) 김해룡, ‘법치주의에 대한 신공공관리체제(New Public Management)발전의 영향“, 외법논집, 제25집(2007.2.), 302
쪽.
82) 김해룡, 앞의 논문, 306쪽.
83) 같은 취지, 최윤철, “입법평가제도화에 관한 연구”, 345-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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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으로서 인터넷가버넌스 형태의 국민불편법령사이트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도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바람직한 법령의 사후적 평가기관
가. 현행의 사실상 법령사후적 평가기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을 비롯한 법률하위법령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후적 입
법평가를 하는 기관으로는 국회(「국회법」 제98조의2)와 소관법령에 대한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주관하는 행정각부 및 독립위원회(「정부조직법」제2조, 제23조부터 제37조까
지)와 이러한 법령안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정부조직법」제20조제1항)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국회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국회법」제22조의3은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
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입법 및 정책 관
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등의 사무(「국회이법조사처법」제3조)를 수행하도록 하여
아래의 <그림 10>과 같은 조직을 갖고서 국회의 법률제정권 및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한 법률하위법령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을 보조하고 있다.

<그림 10> 국회 소속 입법조사처의 조직
84) 집단지성의 정당성 논거로는 “개인은 답을 몰라도 집단은 알고 있다”는 것과 “특정조건에서 집단은 집단의 가장 우
수한 개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 및 “전문가라도 매번 정답을 내놓을 수 없지만 집단은 그럴 수 있다”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http://kr.blog.yahoo.com/skk1991 <2010.6.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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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권한은 현행 헌법상 정부의 권한에 속한 행정입법권에 대해 권
력분립의 원칙상 요구되는 대정부견제기능으로서 母法의 입법기관으로서 子法인 행정입
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률하위법령에 관
한한 대정부질문차원에서의 법령개선의 권고는 가능할지라도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한 법률하위법령의 제․개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령의 제․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법령평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현행 헌법이 정부에 대해 법률안 제안권(헌법 제52조)을 인정할 뿐 아니라 법
률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정부의 독자적인 권한(헌법 제75조, 제95조)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 법률하위법령의 제․개정은 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에 속한다는 점,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는 법률하위법령에 대한 정치적 통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하는 법령의 사후적 평가권한은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해당 법령을 입안하고 집행에 책임을 지는 행정각부 또는 독립위원회를
사후적 평가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내 입법평가기관인 법제처로 할 것인가의 문
제로 귀결된다.
사후적 입법평가기관을 법제처로 할 경우와 각 소관 중앙행정청으로 할 경우의 장단
점은 아래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9> 정부 내 사후적 평가가능기관의 비교
법제처

각 소관 중앙행정청

- 평가의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
장점

-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전문가의 협조
내지 참여기대 가능

단점

- 개별지표에 대한 기술성․전문성 부족
- 소관 사무에 대한 책임성 약화

- 소관 사무별 책임행정의 구현
- 개별지표에 대한 기술성․전문성 구비
- 평가의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 곤란
- 소관 법령과 관련한 전문가의 협조
내지 의견으로부터 중립성 유지 곤란

나. 사후적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학자들은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담당자의 입법역량강화, 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해관계
인의 의견청취 강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법령규정”85)을 제시하는 경우와 실질적 요
건으로서 “해당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률가와 그에 관련된 수범자집단의 관점에서
85) 박균성,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3집제1호, 485-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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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용이한 법률이 되어야 하고 예측가능성의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서는 “입법평가를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인적제도화
가 가장 중요하다”86)고 하는 경우 및 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정책평가법에 있어서
의 정책평가의 주체로서는 행정기관이 상정되고 있지만, 이는 자기점검이며 성질상 평가
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 이점 행정기관에는 전문적 지식․인적 자원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정책평가는 합리적이라고 한다. …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도로서 최적인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심사가 필요하다”87)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요컨대, ‘좋은 법령’ 내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서 사후적 입법평가기관은 해당 법률이나 법률하위법령의 입안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점, 일정한 범위에서의 법령집행자는 법령수범자의 입장에서 해당 법령이
알기 쉬워야 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다. 적합한 사후적 법령평가기관

법령에 대한 사후평가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하고 정부입법에 대하여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도록 한다는 견해88)가 있기는 하지만, 법률제정권자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갖고 있는 대정부견제기능과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을 전
제로 할 때, 행정법령에 대한 사후적 심사권한을 가진 행정입법주체에 대한 견제적 기능
을 가진 국회보다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게 되는 행정법령에 대
하여 전문성과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에 종국적인 사후 평가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법령의 사후적 평가권한을 정부에 둔다고 할 경우에 문제의 초점은 해당 법령을 입안
하고 집행에 책임을 지는 행정각부 또는 독립위원회를 사후적 평가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내 입법평가기관인 법제처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최우선 대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고, 질서유지법령 중에서도 적용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시나 시행
규칙 등 법령하위법령이라는 점, 소관법령의 사후적 평가는 소관 중앙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서 개별지표에 대한 기술성이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가
의 중립성과 일관성의 유지를 통한 자연적 정의의 구현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평

86) 최윤철, 앞의 논문, 330-332쪽 및 346-347쪽 참조.
87) 手塚貴大, 공공정책의 기획실시평가와
․
․
법-일본에서의 입법평가의 현상과 과제“, 「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
2007, 206쪽.
88) 박균성,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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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따라 법령의 입안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점, 풍부한 학습과정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가치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학제적 교환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입안
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면서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소속되어
정부제안법률안을 비롯하여 각종 작용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전평가 및
병행평가기능을 통하여 숙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관사무와의 중립성을 갖고서 학제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조직 중 법령해석정보국을 아래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사후평가단”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법령사후평가단 조직도

즉, 법령해석은 법령이 공포․시행되고 난 다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용상의 문제를
해석의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법령의 사후적 평가의 기능을 가진 것
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해석정보국을 법령사후평가단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학제
간 집단지성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각종 법학회와 관련 학계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되는 “국민불편법령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 법제처 내부의 인적 구성은 다양한 학부전공을 배경으로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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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과정을 마치고 향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자를 수용함이 가장 바람직한 모
습이다.

제4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절차와 평가기준 등

1. 사후적 법령평가의 절차
가. 기존의 절차(법령개폐사업의 절차)

현행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즉, 국민들이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등에 국민불편법령 개폐의견을 접수하거나 자체적
으로 발굴한 법령을 대상으로 개선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뒤 각 부처로
보내면 각 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 보고를 한 뒤 법
령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절차하에서는 국민불편법령사업 선정의 대상기준이 마
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불편법령의 개폐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불편법령 개폐의 평가방법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12> 기존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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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으로서 법령의 사후적 평가절차

⑴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분쟁해소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유권해석심의위원회의 해석을 통해 “법령미비”, “입
법불비” 또는 “입법개선”이 촉구되거나 확인된 법령은 당연히 그 대상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행정청의 요구법령 및 민원
의 대상으로서 제도개선이 권고된 법령 또한 그 대상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보충적으로는 학계나 법제처의 법령개폐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국민불편법령
으로 제시되는 법령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⑵ 신청권자
사후적 입법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기관의 자격으로는 법령에 대한 사후적 하여
입안․집행에 대해 종국적인 책임을 갖는 소관 행정각부와 법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하
는 국회 및 해당 법령으로 인한 분쟁심판기관으로서 법령의 유권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재
판소․법원이나 법령유권해석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정한 법령에 대해 전문적 판
단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특정법령의 사후적 평가를
신청할 권한 내지 개선권고안 제안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학계나 인터넷가버넌
스 등 가상공간에 의한 일정수의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⑶ 사후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의 개시는 아래의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불편법령심의
위원회의 당연안건이 되는 경우와 신청에 의해 안건으로 되는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소를 위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입법개선
을 촉구하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은 때, 국회의 법령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제도개선권고, 법령유권해석심의위원회의 입법개선을 전제로 하는 해석결정 등이 있은
때및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권력분립의 원칙 내지 국가기관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국민불편법령심의위원회의 당연안건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불편법령센터에 신고된 법령이나 국민불편법령 발굴협력기관으로 상호 양
해가된 관련 학회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불편법령 민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평가총괄과를 경유하여 해당 법령해석과의 판단을 거쳐 국민불편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불편법령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국민불편법령심의위원회는 법령의 개선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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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의하고 법제처장은 그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법령개폐의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고안에 대한 채택의 당부여부는 법제처의 법령심사과정에서 다시
재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 사후적 법령평가 흐름도

2. 국민불편법령의 개폐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국민불편법령의 개폐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최소한 입법목적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법령의 효과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등의 효율성, 법령집행상의
문제나 부작용, 폐지 또는 개정 등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개별 법령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89) 외국의 입법평가기준과 우리나라의 입법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민불편법령의 개폐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아래의 <표 3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90)

89)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95-96쪽.
90) 한상우강현철류철호
․
․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6-14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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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법령의 사후적 평가기준
평가
여부

평가기준
대기준

소기준

Y

1.입법 목적 - 당초 제정․개정 당시에 설정한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
의 실현성

지 여부
-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있는지 여부

2.국민의 불 - 지속적 국민 불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편 여부

- 법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령 수요자 중심으로 구
성되어 알기 쉽고 투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

3.법적 정합 - 헌법 및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맞지
성․체계성

않거나 불명확한 점 등이 있는지

평가방법

N
-규범적 분석
-설문조사
-체계성 심사
-이해성 심사
-알기

쉬운

법령심사
-체계성 심사

4.현실 타당
성과

실효 -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설문조사

성
5.비용과 편
익 예측 등
의 적정성
6.사전평가
시의

적용

기준 충족
7.개정 또는
폐지 요구

- 사전평가 시 비용편익분석 결과의 적정성 여부
- 예측 비용 또는 편익과 실제 비용 또는 편익의 격차

-비용편익 분
석
-기타 법경제

정도
-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또는 편익의 발생 여부

적 분석

- 사전평가를 할 때에 적용한 사전영향평가 관련 각종
기준을 적용한 경우 문제가 있는지 여부

-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는지와 그 강도

-설문조사

첫째, 어떤 법령의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분석
가 많이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분석에서는 법령제․개정자의 의사를 검토하여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둘째, 어떤 법령의 국민불편 여부에 대한 평가에는 설문조사, 체계성 심사, 이해성 심
사, 알기 쉬운 법령심사가 많이 활용될 것이다. 어떤 법령에 대한 국민의 불편 여부에 대
한 평가에서는 법령의 시행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있었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
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법령의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령의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알기 쉽고 투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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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령
의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알기 쉽고 투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는 법령의 체계
성 심사, 이해성 심사, 알기 쉬운 법령심사를 통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체계성 심사, 이해성 심사, 알기 쉬운 법령심사는 현재 법제처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떤 법령의 법적 정합성, 체계성에 대한 평가는 체계성 심사가 많이 활용될 것
이다. 어떤 법령이 헌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할 때, 체계성 심사를 통하여 그 법령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체계성 심사도 현재 법제처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떤 법령이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법령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일반국민들이 그
법령의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법령의 수요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그 법령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어떤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고 변화할 수 있을 때,
다양한 대안 법령 중 최적의 법령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
용편익분석 등 법경제적 분석방법이다. 그러나 법령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하고 다양한 비용편익분
석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어떤 법령의 사전평가시의 적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법령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거나, 개정이나 폐지의 강도
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방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어
떤 법령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법령 전문가나 일반국
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된 법령의 타당성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일반적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법령이 문제가 될 경우, 7가지
기준 중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 7가지 기준 모두가 문제일
경우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기준만을 대
상으로 평가를 하면 된다.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평가기준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면 된다. 독일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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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전문가나 평가방법론의 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심사시 활용하고 있는 체계성 심사, 이해성 심사, 알기 쉬운 법령심
사, 설문조사가 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보다 과학화하기 위
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국민불편법령개폐의 평가방법
독일 등에서는 아래의 <표 31>과 같이 입법평가기준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표 31>법령의 사후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목적달성도

평가방법
효용가치분석

실용성

인건비추산, 실무검토, 기능도식

경제성

비용결과분석, 급부경로분석, 인건비추산, 비용편익분석

조화성

상호의존성분석, 교차점분석

이해가능성과 수용성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검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평가방법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규범적 분석, 설문조사, 비용편익분석, 체계성 심사, 이해성 심사,
알기 쉬운 법령심사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의 구체적 활
용방식에 대해서는 제5장 제4절 2 참조). 향후에는 입법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국민불편법령개폐의 효력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법령이 있

- 106 -

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
식적으로는 필수적인 절차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법령정비사업을 위한 요건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
적이어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나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임의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담당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리에 배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의 고유한 권한이 정해져 있고 결국 각 부처 고유의 정책적인 사항
이 입법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평가의 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각 부처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법제업무운영규정과 권력분리의 원리,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간의 권한 등
을 고려할 때, 향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효력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구속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속적 효력과
권고적 효력은 아래의 <표 32>와 같은 장단점이 있다.

<표 32> 법령의 사후적 평가결과의 효력
구속적 효력

권고적 효력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
장점

할 가능성이 있음(국회입법의 경우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제안의 구속력)

단점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정책방향과 충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실효성을 약화할

돌할 가능성이 있음

가능성이 있음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평가기준에 따라 구속적 효력과 권고적 효력 여부를 아래의
<표 33>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효력을 이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권고적 효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누는 이유는 현행의 법제운영규정과 권력분립의 원리, 각 부처간
의 권한 등에 따라 그 효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107 -

<표 33> 법령의 사후적 평가기준과 효력
평가기준
대기준

소기준

효력
구속적 권고적
효력

1.입법 목적 - 당초 제정․개정 당시에 설정한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
의 실현성

효력
○

부
-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있는지 여부

2.국민의 불 - 지속적 국민 불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편 여부

- 법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령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

알기 쉽고 투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
3.법적 정합 - 헌법 및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맞지 않거나
성․체계성

불명확한 점 등이 있는지

○

4.현실 타당
성과 실효 -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성
5.비용과 편
익

예측

등의 적정
성
6.사전평가
시의 적용
기준 충족
7.개정 또는
폐지 요구

- 사전평가 시 비용편익분석 결과의 적정성 여부
- 예측 비용 또는 편익과 실제 비용 또는 편익의 격차 정도

○

-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또는 편익의 발생 여부

- 사전평가를 할 때에 적용한 사전영향평가 관련 각종 기준을
적용한 경우 문제가 있는지 여부

-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는지와 그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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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적용사례

제1절 ｢대부업법｣ 제8조 1항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현대 사회의 입법남용으로 인하여 많은 법률들이 생성되어 있다는 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용상의 혼란스러움과 곤란함 등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위에서 설명한 입법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법해석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입법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밝혀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 법해석학 분야 연
구논문에서 대부분 새로운 입법의 주장 또는 법조문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결론들은 입법평가 방법론 중 사후적 입법평가에 의해서도 도출될 수 있기에 이를 입법
평가 방법론의 순서에 맞추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예시로서 들고자 하는 법률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들의 최고이자율제한 규정91)에 관한 논의이다. 이 규정을 예
시로서 든 이유는 우선 먼저 국가정책인 채무자보호와 정의사회구현이 국민생활보호의 목
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보호는 1차적으로 이자율제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
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의
최고이자율제한 규정과 ｢이자제한법｣이 존재한다.92) 큰 목적을 테두리에서 본 ｢대부업법｣
이 ｢이자제한법｣상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두 법규에서 나타나는 이자율의 상이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평가동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논리전개의 방법론을 위에서 설명한 사후 입법평가방법론93)을 이용하여
국가정책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제대로 구현되었는가를 설명할 것이며, 이러한 국가적 목표
를 두 법률이 공통적으로 지향해 가는지의 여부가 의문스럽다. 이에 이들 법규와 관련하여
그 개정 주장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른바 평가틀)을 이용하여 규명해 보고자 하
는 것이다.

91)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92) 사실 이러한 법률들에 대한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아니면 병행적이든, 어떠한 입법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3) Carl Böhret / Götz Konzendorf, aaO.,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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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평가틀이 위에서 논의했던 입법평가 방법론에 제시되어 있는 과정들이다. 약간은 생
소하고 어색하지만, 이 틀을 계속 개발한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누구나 봐도 이해하
기 쉬운 하나의 표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립된 법률이나 제도를 대상
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의 시작은 법은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사회발전
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후적 입법평가는 ① 법규정의 목표달성 여부를 추후에 파악하기 위하여, ②
법규정의 부작용과 그 외에 발생한 부수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③ 현재 규정의 개정필
요성과 개정 범위확정을 위하여,94) ④ 기타 다른 법률과의 조화여부 등, 그리고 평가시점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의 적용

1. 사후 입법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의 결정
사후입법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의 결정은 일정한 법령에 대한 사전적평가와 병행평
가 및 법령개폐에 대한 국민의 민원이나 관계부처의 법령유권해석질의 또는 입법개선의
촉구를 전제로 하는 판례 등을 통하여 문제된 법령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대부업법｣을 대상으로 하여 사후
입법평가방법론의 적용태양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규율대상 측면에서의 비교가능성 검토와 비교대상 및 가능성의 확정
먼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대부업법｣ 제2조 1호)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 제8조에서 말하는 대부업자는 금전의 대부를 업
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貸付’는 종래 주로 은행업무 또는 은행거래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당사자 한쪽이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뒷날에

94) 이러한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① 현행 규정에 의해 당해 법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②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가? ③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였는가? ④ 규정은
실효성이 있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⑤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라는 전형
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로 인하여 현행 규정의 성과제시, 개선의 접근법제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정의
개정, 새로운 표현방식 또는 폐지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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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것을 반환받는 유상계약을 말하고, 민법에서의 이자부 소비대차와 같은 말이다.95)
이에 따라서 대부업자는 간단히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를 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등록과 감독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며, 이 법률
의 대부업자는 동법에 따른 등록을 한 대부업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동법 제11
조에서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동법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제8조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소정의 등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모든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대금업자96)가 貸主로서 일정한
자를 借主로 하여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업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借主는 제8조에서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법인이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러한 소규모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규모 법인을 제외한 모든 일반
인과 소규모 법인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이자율
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대
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이라고 하여, 여기서도 이율의 최고한도를 정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를 제한하는 법으로서, 인가․허
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자에 의한 금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
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동법 제7조의 문언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위의 ｢대부업법｣ 제11조에 의한 규율대상과 ｢이자제한법｣ 제7조의 규율대상
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97)

이로써 두 법률은 적용대상에서 구분이 있는 법률인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
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같은 대상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개정대상이 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개별적인 규율사항도 차등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두 법률은 규율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중점평가 요소는 법률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지속적으로 달성가능한가 아니면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가의 여부판단이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규제의 정도(목표달성,

95) 곽윤직, ｢채권총론｣, 2007, 43면.
96) 사채에 대한 이자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97) 실생활에서도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부업자들 또는 유사대부업자들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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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사후 입법평가의 순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ⅰ) 구상단계, (ⅱ) 실행단계, (ⅲ) 평가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사후 입법평가방법의 상세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3. 사후 입법평가의 실행순서
가. 구상단계

⑴ 사후 입법평가의 동기 발생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동기는 사회적 그룹들 속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나
타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규정에 대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거나, 통계적으로 신용불량
자가 증가하는 것도 규범심사에 대한 동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98)
이와 같이 사후 입법평가의 동기는 ①특정한 규정의 결과를 심사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경우와 ②정치－행정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③특정 법률의 사후검증
을 이미 법률 그 자체에 명문화할 수도 있다.99)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제한과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제한에 대한 조
화의 필요성, 금전소비임차인의 경우, 비등록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이자율적
용의 혼란성야기에 의하여 어떤 법률의 적용이 정당한가의 문제제기로부터 그러한 통일성
없는 이자율설정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그 동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⑵ 검증범위의 확정과 비교방식100)

① 검증범위 확정
사후검증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고려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필
요한 경비(인력, 시간, 돈)도 유의해야 한다. 어떠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사후 검증
범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비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비교방식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98) Daniel Kettiger, Ansätze zur Gesetzfolgenabschätzung, ZG 2004, S.166ff; Daniel Kettiger, Gesetzcontrolling,
Ansätze zur nachhaltiger pflege von Gesetzen, Bern / Stuttgart / Wien 2000.
99) 특정 법률의 사후검증에 관한 법조문은 현재 국내 법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외
국의 입법례를 보면 유의하여야 할 사후검증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00) 이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실행은 서로 교차적,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본문의 설명은 표를 참조하여 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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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규를 통하여 산술적으로 ‘이자율제한’이라는 방식
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자율제한’과 관련한 법률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법률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검증범위를 본 연구에서는 ‘채무자보호
를 위한 이자율제한에 관한 법규정’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수범자의 범위를 우
선적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의 원인이 채무의 불건전성에 있으므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들과
유사 금융업 이용자들에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101)

② 비교방식
이 연구에서 교과서적으로 모범으로 삼고 있는 평가방법론102)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비
교방식은 ①당위가치(Sollenwerte)－존재가치비교(Istwerte), ②이전－이후 비교(Vor-Nach) ③사전－사후비교(Ex-Post) 방법 등이 존재한다.

(ⅰ) 당위가치(Sollenwerte)－존재가치(Istwerte) 비교
당위가치－존재가치비교는 비교를 위한 당위가치(Sollenwerte)를 원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서 당위가치는 법률(또는 하위 법규정)에서 언급되거나 법률에서 분명하
게 도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법률에서 보이는 입법목적과의 관련에서 찾을 수

당위－존재 비교

이전－이후 비교

사전－사후분석

현재의 규정으로써 목표를 달
법률적 규정을 통하여 정책
법률적인 규정으로써 당위가 성하는 것이 이전의 규정과
적 목표와 관련한 연속적 개
목표달성
비교해 볼 때, 더 개선되었는
치를 달성하였는가?
선을 인식할 수 있는가?
가?
당위규정이 조문화될 때만
법률효력발생 이후에 비용이
고려된다. 이러한 당위규정이
발생하는 상황이 과거보다 더 비용발생이 긍정적인가?
재정의 투입을 요구하는 경
비용
양호한가? 누구를 위한 것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에 그에 대한 예산수립이
가?
필요하게 된다.
비용(투입)－편익(효과)의 면
으로 인식가능한 부분이다. 현재의 법규 발생 이후에 비
비용편익관계가 긍정적으로
비용－편익 따라서 비용(투입)의 요소가 용(투입)－편익(효과)면이 이
전개되고 있는가?
없는 경우에는 고려대상이 전보다 더 유리한가?
되지 않는다.
수용성

어떠한 의무규정이 조문화될 현행 규정은 이전 규정보다 현행 규정이 계속해서 수용
되는가?
더 폭넓게 수용되는가?
때만 고려된다.

실용가능성

어떠한 의무규정이 조문화될 현행규정은 이전규정보다 더 규정의 적용을 증가시킬 때,
실용적이라고 판단되는가?
실용적인가?
때만 고려된다.

부수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들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증가했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효과(역효
늘어가는가?
는가?
을 인용할 수 있는가?
과)

점점

101) ｢이자제한법｣현실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를 조사하고 설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적, 경제적 제한에 의하여 행해질 수 없다.
102) Carl Böhret / Götz Konzendorf,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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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위가치를 실무에서 조사된 존재가치(Istwerte)와 비교하는 것은 당
위가치 도달과 관련한 평가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103)
현재 고찰하고자 하는 채무자보호관련 법률들 중, 첫째로 당위가치－존재가치비교의 차
원에서 당위가치는 채무자보호이고, 채무자보호의 방식은 ‘이자율제한’이라 할 수 있다. 이
로써 검증범위의 확정은 ‘이자율제한’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본법 형태의 이자율 제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자
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고이자율제한의 규정이 ｢대부업법｣과는 다르
게 규율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借主와 ｢대부업
법｣의 적용을 받는 借主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 하향조정에 따라 ｢이자제한법｣ 불요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따
라서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대부업체 이용이 아예 어렵게 된다. 둘째, 이자율을 연 6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있기 때문에－문제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율(60%, 그리고 그 시행
령에 의한 49%)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는 최고제한이율이 상이함－사채업자들이 대부
업 등록을 한 뒤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부업과 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할 것이며, 결과적
으로 서민들은 돈 빌릴 기회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

(ⅱ) 이전(Vor)－이후(Nach)와 사전(Ex)－사후(Post)104) 비교
이전－이후비교(Vor-Nach) 방식은 법률의 효력발생 이전의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의 효력발생 이전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법률의 효력발생 이후에 자료가
분명하게 변화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그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 준
다.105) 여기서는 ｢이자제한법｣제정 이전과 동법 제정 이후의 비교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실질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어 채무불량자가 줄어들었다, 즉 채무자보호가 더욱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있다는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다.
사전－사후(Ex-Post) 비교방법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법률이 심사기준에 효과를 나타내
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법률과 무관한 전개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단계
에서는 당해 법률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발생 여부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즉 ｢이자제한법｣
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과 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들을 음
103) Carl Böhret / Götz Konzendorf, aaO., S.263.
104) Carl Böhret / Götz Konzendorf, aaO., S.264.
105) Carl Böhret / Götz Konzendorf, aaO.,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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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숨어들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돈 빌릴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의 발생, 이로 인한 사회전반의 침체우려 등에 대한 사회심리적 평가단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심사기준을 결정하며, 자료조사방식을 따로이 선택하고, 기
타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평가
항목에 관한 체크리스트가 형성된다.
여기서 ｢이자제한법｣과 이에 따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의 실시 이후 이러한 법률이 과연 채무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사명을 다하였는가
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대부업으로서 등록된 등록업체의 개수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채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는 대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등
이 존재한다. 그 중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과실인 이자에 대
하여 법률로써 폭리는 금지하면서, 금융채무자보호와 불법사채업자의 제도권범위로의 유도
에 긍적적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러한 법률들이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용성 측면, 실용가능성 그리고 역작용의 발생여무에 관하여 객관적인 고찰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심사기준을 결정하며, 자료조사방식을 따로이
선택하고 기타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기타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더 확정해야 한다.

나. 실행단계

위에서 결정한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단계이다.
각 법률에 정하고 있는 ‘제한최고이자율’을 중심으로 어느 한 법률, 예컨대 ｢이자제한법
｣의 경우라면, 이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및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부수적인 효과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게 된다.

다. 평가단계106)

위의 과정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자료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대부업법｣의 규율목적과 타 법률과의 조화여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106) Carl Böhret / Götz Konzendorf, aaO., S.271; ｢입법평가 입문｣,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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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규정의 비교평가
모든 비교사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는 평가를 수행한다. 기존 대부업을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에 계약에 의한 적용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제한이자율과의 차이점과 그 차이의 원인과 사회적 타당성 여부를 비교평가하는
데, 평가수단은 확정된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진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⑵ 사후검증 및 제안의 문서화
이러한 평가를 위한 설문에 대한 대답 및 그 밖의 구체적인 적용을 함에 있어서 전개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진행방식, 분석결과 및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조사
된 규정의 가능한 개정, 폐지 또는 표현의 변경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제안의 내
용에는 규정이 입증된 경우에 개정 없이 그 규정을 존속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특정한 규정
의 개정, 폐지, 표현의 변경 또는 존속은 각각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들(의회 또는
각각의 관할행정기관)의 임무이다.107)

제3절 국민불편법령의 개폐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1. 국민불편초래법령 및 법규에 대한 평가지표 (가설에 따른 적용)
국민불편초래법령 및 법규에 대한 평가지표를 예시하면 아래의 <표 35>와 같다.

<표 34> 국민불편초래법령에 대한 평가지표의 예시
평가
여부

평가기준
대기준

중기준

소기준

Y

평가방법

N
- 규범적 분석 (달성되지

1.입법

목

적의

실

현성

- 당초 제정․개정 당시에 설정한 입
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않았다. 왜냐하면 채무자
O

들의 이자율제한 적용규
정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
었다.)

107) Carl Böhret / Götz Konzendorf, aaO.,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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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있
2.국민의
불편

여

부(부작
용

발생

는지 여부

- 설문조사

- 지속적 국민 불편의 정도가 어느
O

정도인지 여부
- 법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령

- 이해성 심사
- 알기 쉬운 법령심사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알기 쉽

여부)

- 체계성 심사

고 투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
- 체계성 심사
정

- 헌법 및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합성․체

에서 볼 때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

계성

한 점 등이 있는지

3.법적

1. 헌법과의 관계 - 적합
2. 타 법률과의 교차점 해
결(｢이자제한법｣

제2 조-

비등록 사채업자와의 관
계

4.현실

타

당 성 과
실효성

-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여

- 설문조사

부
- 사전평가 시 비용편익분석 결과의

5.비용과
편익
측

예
등의

- 비용편익 분석

적정성 여부

- 기타 법경제적 분석

- 예측 비용 또는 편익과 실제 비용

(｢대부업법｣과

또는 편익의 격차 정도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이

-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또는 편익

적정성

있음)

의 발생 여부
6. 사전평가
시의

적

용 기 준
충족
7.개정
는
요구

관련해서는

- 아직 ‘입법평가’를 실시
- 사전평가를 할 때에 적용한 사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

영향평가 관련 각종 기준을 적용한

우에 본 지표를 적용하기

경우 문제가 있는지 여부

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
각됨.

또
폐지

-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는지와
그 강도

- 설문조사
O

- 규범적 조사결과
- 비용편익분석

2. 평가지표에 대한 보고서(평가소견)
사전 또는 사후의 평가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기본적인 취지 또는 목적이 과도한 채
무이자로 인하여 신용불량양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종국적으로는 채무자를 보호
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때, 경제적으로 약자에 있던 채무자는 기존 금융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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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규의 대부업권에서는 금융조달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인하여 사채시장을 찾게 되고,
이렇게 사채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채무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행수단으로서 각각의 법률에서는 먼저 최고이자율을 제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자율제한과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연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
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８조 제１항에서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5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 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49%로 정
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이자율과 관련하여 참고로 되는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다. 동법 제3조는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자율을 연 20%로 하고
있는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자에 의해 부당한 이
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로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이 여기서 언
급되는 의의는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법정이율에 관해서는 ｢구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이자제한법｣ 상
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여, ｢구이자제한법｣과 동법의 조화․균형을 이루었으나, 2003년
5월 10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108)에서는 이를 연 20%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40 이내의 범
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한다면,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을 연 20～25%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자제한법｣
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이미 우리 법제에 존재하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상의 제한 이율을 연 20～25%로 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시행령상의 제한 이율을 연 30%로 고집한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제정
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서민들을 고리대의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되

1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전문개정 2003.5.29 대통령령 1798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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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3. 채무자보호를 위한 이자율제한 정책대안
(1) 일본의 경우에는 애당초 대금업자들의 자금조달에 관해서도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
으며, 또한 이른바 회색금리지대(Gray Zone)의 축소방향으로 이끌어서 ｢대금업법｣과 ｢이
식제한법｣ 사이에 존재하는 이자율의 차이를 점점 좁혀서 현실화하는 방향을 나아가고 있
다.109) 이에 따라 2010년 1월25일 이전, ｢대부업법｣ 개정 이전의 제8조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
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자율은
본 법 개정(2010.1.25)으로 100분의 50으로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는 ｢대
부업법｣,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율의 조화와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이자제한법｣은 첫째 10만원 이하의 대차에서는 이자제한이 없어서 약자보
호라는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舊 ｢이자제한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듯이 금전대차 이외에 다른 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자제합법｣이 서민층 또는 약장보호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면 소액대차의 경
우에는 이자제한을 총액제한으로 하고, 거액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차등적으로 고율로 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3) ｢이자제한법｣ 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기능이 지자체가 아닌 금융감독원차원에서의 강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고리 사
채업자의 폭리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예, “폭리행
위”에 대한 제제규정 신설). 추가적으로 카드사에 의한 폭리행위의 범위도 정해야 할 것
이다.

109) 한정미, “일본의 대금업법개정과 그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커샵 자료집, ｢대부업 관련 법제의 입법동향과 과
제｣, 2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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