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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 연구의 목적
현행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
률안에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있다. 법률
안제출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제헌헌법 제39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후로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정부수립 이후 정
부는 전문성에 입각하여 법률안 제출을 주도하여 왔으며, 제출되어진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되는 비율인 가결율은 제헌국회(1948년-1950년) 73%를 시작으로
하여 제6대 국회(1963년-1967년) 64%, 제11대 국회(1981년-1985년) 90%, 제
16대 국회(2000년-2004년) 72% 등 높은 비율을 유지하여 왔다. 제헌국회부터
제14대 국회(1992년-1996년)까지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 대체로 많았는
데, 이를 보면 입법의 주도권을 정부가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5
대 국회(1996년-2000년) 이후부터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많아지면서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가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에 입
법절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길고 복잡함
에 비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상대적으로 짧고 단순하다
고 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 이후의 입법절차는
정부제출법률안과 국회의원발의 법률안이 동일하지만, 두 유형의 법률안이 국회
에 제출되기까지의 입법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부제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입법절차는 다양한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크게 보면 국민의견수렴절차와 부처간의 다양한 협의절차 등을 거
쳐야 한다. 정부가 파악한 국민들의 의사가 각 부처에서 입안되고, 여러 부처의
협의와 공조를 통하여 정부의 통일된 법률안으로 다듬어져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정부내 입법절차이다. 이러한 정부내 입법절차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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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통하여, 가능한 최적의 정부입법절차를 모색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특히 입법절차가 추구하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러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입법과정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이
해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여
러 단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입법절차를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선
진각국의 정부입법절차 및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입법절차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은 상호 대립되는 목
표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절차에서 이러한 두 개의 목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법률안을 입안하고 부처
간 협의를 수행하며, 규제심사와 법안심사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입법 총괄･조정기구로서의 법
제처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입법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
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될 것이다.

Ⅱ. 연구의 필요성
정부 내 입법절차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통틀어서 입법절차에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요청과 압력이 있다. 이러한
요청은 국민 일반으로부터 제기되기도 하고 경제계나 노동계로부터 제기되기도
하며,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등의 국제적인 의제설정을 통해 거론되기도 한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미국의 주요 기관이 변
화하는 속도를 자동차의 속도에 비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시속 100마
일), 시민단체(90마일), 가족(60마일)이 빠르게 달리고 있으며, 노동조합(30마일),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기관(25마일), 학교(10마일), 국제기구(5마일), 정치조직(3
마일), 그리고 법(1마일)이 뒤따르고 있다고 한다.1) 이러한 그의 견해에 전적으
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법령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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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대개의 국가에서 대개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부부분의 경쟁력에
관한 국제적 조사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
학원)에서는 세계 60여 개국의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부문 중에서 법제도와 관련된 정부행
정효율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76.747포인트를 얻
었으며 순위는 영국(80.142포인트, 18위), 오스트리아(77.673포인트, 21위)를 이
어 22위이다.2)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에서 최근 발표된
국가 경쟁력지표에서 우리나라는 139개의 나라 중에 총 22위인데, 정치와 규제
의 요소에 관련된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 7점 만점에 현재 4.6점을 받아
총 138개국 중에서 41위를 하고 있다. 입법효과(Effectiveness of law-making
bodies)의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2.2점을 얻어 131위를 하였는데 평균인
3.59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법률체계의 효율화 부분에서는 3.5점을 받아 74위에
랭크되었으며, 법률의 규정항목에서는 3.2점을 받아 86위를 받았다.3) 이러한 정
부경쟁력 평가와 입법절차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지만, 정부는 물론이
고 개개 국민이건 기업이건 사회단체이건 국가적 결정에 동참하고 이를 법령을
통해 공적규율로 만드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경쟁력은 대폭 강화될
수 있다.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이를 법령으로 전환하
는 과정이 고비용과 저효율이고 복잡하다면, 이는 경쟁력을 거론하기 이전에 사
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부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법령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입법절차가 작동한다면,
이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도 입법절차는 민주적임은 물론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정
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부입법에 대
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부입법의 품질향상과 신뢰제고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입법의 품질향상과 신뢰제고를 통하여 정부내 입법절

1)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청림출판, 2006, 63면 이하.
2) 국제경영대학원(IMD) (http://www.imd.org)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참조.
3) 세계경제포럼(WEF) (http://www.weforum.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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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정부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령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입법절차 전반에 대한 연구이므로, 모든 정부부처
의 내부적인 입법절차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권을 지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제도
화된 공식적인 입법절차는 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로 구
분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만을 거
치면 되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도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거쳐야 하지
만, 법률안의 국회제출 이전의 사전절차로서 정부내 입법절차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의 연구범위는 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 내에서
의 입법절차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하더라고 어떠한 관점과 목표
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입법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법(Gutes Gesetz)’ 내지는 ‘보다 나은 규
제(Better Regulation)’을 입법하는데 있다. 이러한 입법절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전략 내지 입법절차의 지향점으로서 민주성과 효율성에 관해서 서술한
다. 입법절차의 전문성도 거론될 수 있지만, 이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민주성 정
당성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전문성은 효율성의 하위목표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입법절차의 전문성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람직한 입법을 달
성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지향점으로서 입법절차에서의 민
주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
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에서 지니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의미, 정
부입법절차에 대한 분석과 국회입법절차와의 관계 및 비교, 주요국의 입법절차
와 시사점, 정부입법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들, 정부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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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입법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
율성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입법절차에 관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간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
히 정부 입법절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와 제안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
성을 분석하고, 이를 연구결과물에 반영한다. 다음으로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입
법절차의 민주성 제고방안에 관한 주제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관심
을 갖는 문제이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질서의 대원칙
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여하히 정확하게 입법에 반영하느냐의 문제는 보편성을
지닌다. 근래에 와서는 입법절차의 효율성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입법과정이나 정치과정의 효율성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국가경쟁력을 좌우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외국의 참조할 만한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정부입법절차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왕의 입법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비효율 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특히 입법절차의 복잡화·분산화로 인한 비효율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여, 입법절차개선방안의 현실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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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법절차 일반
제1절 입법과정과 입법절차의 의의
입법과정에 관한 개념정의는 광의의 입법과정과 협의의 입법과정으로 나뉜다. 광의
의 입법과정이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모든
기능과 활동뿐 아니라, 내각·관료·정당·압력단체 등 공식·비공식의 기관이나 세력이 의
회를 중심으로 하여 입법을 둘러싼 운동이나 작용을 영위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
한다.4) 이에 대하여 협의의 입법과정이란 입법과정을 기술적·절차적인 면에서 파악하
는 것인데, 입법과정이란 일정한 입법정책적 목표 하에 법률안이 기초되어 의회에 제
출 또는 발의되고 의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
의 서명·공포에 의하여 하나의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본다.5) 즉, 좁은 의미의 입법과정은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관점에 한정하여
입법의 절차적인 과정으로서, 법률안의 제안,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정부에의 이송
과 공포, 발효 등 하나의 법률로서 효력이 발효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6) 입법과정의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서 입법의 대상을 기준으로 입법과정의 광
협을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즉, 협의의 입법과정이라 함은 법률제정절차를 의미하
는 것으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되고 공포되는 법률제정절차를 의미
하고, 광의의 입법과정이라 함은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에 행정부의 법규정립절차
인 행정입법과정과 자치단체의 법규정립절차인 조례와 규칙 등 국내 실정법 전반의
제정과정을 포함한다.7) 이처럼 다양한 입법과정에 대한 개념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입법과정을 포함한 광의의 입법과정은 ‘입법과정’이라고 하고, 법률안이
입안되면서부터 법률이 공포되기까지의 공식적인 입법과정은 ‘입법절차’로 부르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 거치게 되는 공식적인 일련의 절차
인 입법절차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입법절차는 특정한 입법정책에 따
라 작성된 법률안이 정부에서의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심의를 거
친 다음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공포에 의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입법절차를 단계별로 보면, 법률안의 입안과정, 국회에서의
4) 박영도, 입법과정연구의 입법학적 접근시각, 법과 사회 제10호, 창비, 1994, 173면.
5) 김승환, 입법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7, 34면; 김영구, 한국국회의 입법과
정, 삼보, 1991, 20면,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6, 25면.
6) 유병훈/이상희,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제, 법제처, 2001. 12, 43면.
7)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3면;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04, 71면에서는 입법과
정을 국회의 구성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회의 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입법과정
에는 법률제정과정을 포함하여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처리과정이나 의안처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의사(議事)·기록·회의질서 등의 과정 및 국정감사·조사과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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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과정,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2절 입법절차의 목표
Ⅰ. 서설
입법절차에서 추구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으며 국
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법생활에 기여하는 내용의 법률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시에 입법하는 것이다.8) 입법절차와 결과의 공개를 통한 감시가능성을 확보하고 또
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비용을 낮추어가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
되고 있는데9), “감시”와 “참여”는 민주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비용을
낮추어가는 노력”은 효율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절차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입법에 대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의원들간에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자유롭게 발표되고 교환되며 타협과
설득을 통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이 민주
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10) 우선, 입법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입법절
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입법과정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독점한다면 법률의 내용
도 문제가 될 수 있거니와, 그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에 대
한 수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성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결정과정에 참여
자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의 효율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
가 항상 전체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전체이익과
일반의사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특수이익이나 부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의 결
과뿐만 아니라 입법의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점11)이 지적되고 있다. 입법기능의 담당자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입법을 할 것이 요구된다12)는 의견도
있지만, 입법과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은 어느 것 하나라도 경시할 수 없는 목
표이다. 입법과정의 목표로서 경제성의 원칙이 제시되기도 한다. 국회 입법과정의 결
과물이 법률이고, 입법과정의 결과물로서 경제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8)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278면.
9)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 162면.
10)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13면.
1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1036면.
12) 장영수, 헌법상 입법권자의 임무와 역할, 한국헌정에 있어 입법권자의 권위회복을 위한 공법적 실
천,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2006. 11,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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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입법과정에서는 그 결과물인 법률이 경제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검증
하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나 법안비용추계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입법과정의 목표가 민주성, 효율성과 함께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
한 입법과정에서 법제적 완결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문성,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에서 체계적 완결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체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는 체계성도 입법절차에서의 목표
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절차에서의 가장 중요한 양대 목표인 민주성과 효율
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단계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현실의 적절한 반영으로 법률이 국가의 정책방향과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하도
록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의견수렴제도 및 국민참여제도가 필요하다. 입법절차의
목표로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좋은 법(Gutes Gesetz)’내지는
‘보다 나은 규제(Better Rugulation)’라고 하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입법절차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정부
에서의 입법절차에서도 이러한 입법절차의 목표는 존중되어야 한다.

Ⅱ. 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
국민주권주의 원칙과 대의제도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국회
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규범의 정립작용인 입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법이 만들어지는 입법절차에 관한 정보를 듣고 참여하고 찬성하거나 비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입법에서의 민주적 요청은 우선 입법부의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절차가 민주적 원리에 따라야 함을 의
미한다. 여기서 입법과정의 민주성은 의제설정의 평등한 기회, 충분한 토론을 위한 합
리적 절차, 다수결원리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승복 등에 의하여 담보된다.13) 이러
한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야말로 당면한 시대적 요청14)이라고 할 정도로 입법절
차에서의 민주성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적지 않은 경우 국회는
국민다수의 뜻보다는 잘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법을 한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15), 입법절차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중요성은 여전히 의미를 잃
13) 음선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정의 정비,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 연구보고서, 경
기개발연구원, 2009, 127면.
14) 권영설, 우리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입법선진화 포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8,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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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입법절차에 있어서 민주성이란 입법과정이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내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대부분 법률의 주된 이해관계자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의 무능과 부패 혹은 책임회피 등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대적 문제점
을 보완하고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입법과정에 일반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참여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절차라는 것은 단지 국민이 한 두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입법절차는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숙의과정을 거치며
모색하는 과정(a process for preference-building)으로 보아야 한다.16)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이 입법절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들과의 숙의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7)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법치주의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로 법의 민주
적 정당성의 결여가 지적되기도 한다. 입법과정에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은 채 일부계층이나 기득권자들의 이익만이 반영되어 있거나(이익집단이나 압
력단체의 입법로비 등으로 인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각
종의 보고와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국민들로서는 법
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18) 입법절차의 민주성은 주권자이자
수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절차에 반영하여 국민주권원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과 동시에 입법된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절차에 있어서의 민주성이 갖추어졌다 함은 입법절차의 결과물인 법령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이는 준법의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입법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도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입법절
차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입법절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입법의제의 설정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저비용의 참

15) 임종훈, 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침구사제도의 –입법에 관한 비교제도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
10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70면.
16) 임종훈,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모색,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12, 288면.
17) 임종훈, 한국사회와 법치주의,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
원, 2009, 110면.
18) 임종훈, 한국사회와 법치주의,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
원, 2009,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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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가능하게 하고, 숙의를 통한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에 대한 신뢰를 제
고하는 방법이다.19)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며, 이
를 위한 입법절차에의 접근성은 입법의 전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점차 강화되어 왔다.
다만, 향후 과제는 입법절차에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
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20) 또한 국민들이 입법절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
입장벽을 낮추고, 입법절차 내에서 제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21)

Ⅲ. 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
먼저 법학에서 효율성이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
지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국가운영의 핵심개념으로 승인되어 공공부문의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학은 물론 행정학과 정치학 등 모
든 사회과학이 공공부문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주된 평가기준으로
효율성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작용의 척도로서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행정현실과 행
정제도는 물론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법정책 및 행정실무
는 물론 이를 다루는 학문영역에서도 경제적 논리가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되었고
법학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행정개혁 내지 행정법 제도의
개혁이 화두로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법학 일반에서 경제적 논거들이 채
택되기 시작하였고, 효율성이 공법적 논쟁의 중심주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22)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에서도 효율성이라는 목표는 중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법령이
적기에 입법되는 것이 입법절차의 목표라고 한다면 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은 중시되
어야 한다. 모든 국가작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
성이 강조됨은 당연하며, 현대국가의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많은 사안이 입법의 대상
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절차에 있어서 효율성은 중시되고 있다. 이는 효율성이 행정
법이나 공법의 원리이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행정자원이나 국가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은 공적 조직과 공직자가 본질적으로 지녀야 할 행동강령이
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은 미래지향
19)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 162면.
20) 홍완식,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토론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2011. 8. 30,
51면.
21)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1, 137면.
22) 이원우, 행정법상 효율성의 의의와 기능, 한국연구재단, 2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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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 밖에 없다. 모든 입법 또한 과거의 불합리한 현실을 수정하여 미래의 개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 행위이다.23) 입법과정은 미래예측을 포함
한 과정이며, 입법과정에서 미래예측은 부지불식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에
따라 그 목적의 달성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서는 입
법자들이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결과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야 하며, 입법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조차 최소한의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하다.24) 더욱이
입법의 효과지향성과 관련하여 입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이른바 효과지향
적 입법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입법의 효율성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다.25)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는 입법평가제도도 입법갈등의 조정은 물론이고, 입법의
효율성 강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26) 입법절차가 비효율적이라면 다양한 입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현대의 입법수요는 그 양이 대단히 많고 그 분
야 또한 다양하며 예측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방대한 규모로 다양한 요구가
입법절차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 입법절차를 거친 산출결과의 양과 질이 보잘 것 없다
면 법규범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27) 또한 입법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28) 즉, 입법과정에서 효율성의
문제는 제한된 시간과 비용 하에서 최대한 양질의 입법산출물을 도출해 내느냐의 문
제와 연관된다. 다양하고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법수요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
여 하나의 법률로써 담아내기 위해서는 입법수요와 일치되는 법안의 형성이 필요하
다. 공개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 최대한 입법의도를 구현하고 입
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입법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
부와 국회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기능을 과학성·능률성·전문성 위주의 시스
템으로 개편하여야 한다.29) 법제업무는 공공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정부가 주요한 정
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법제업무를 수반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존의 규제완화와 입법
의 단순화 그리고 입법의 재정적 비용부담 감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30) 이렇듯,
23) 김동환/서용석/송영조, 미래예측결과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2010, 1면.
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 정책보고서, 입법ㆍ정책수요예측 시리즈 2012. 6.
26, 14면.
25) 김기표, 입법평가제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254면.
26) 고인석,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68면.
27)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2, 25면.
28)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69면.
29) 김용철,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효율성확보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127면.
30) 전훈, 보다 나은 법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안, 공법연구, 제36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 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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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에 있어서 효율성이란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령
이 적시에 입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절차의 효
율성은 법령의 입법비용 대비 입법효과를 극대화함을 목표로 하여, 법령 입법절차의
절차를 단순화 및 효율화함으로써 입법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입법절차 개관
【표1】 입법절차 개관
절차

주체

내용

법률안의 입안

국회의원·정부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

법률안의 공포

대통령

법률안의 입안 / 국회 제출
법률안의 심의·의결 / 정부로 이송
이송된 법률안의 공포

Ⅰ. 법률안의 입안절차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지닌다. 법률안제출권이 분점되는 결
과로 법안은 통상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구분된다.31) 법률안제출권에 관한 조항은
제헌헌법 제39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
후로 한 단어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2공화국을 제외
하고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
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연방의 경우에는 정부에 법률안제출권
이 없다32)는 점을 비교헌법적 논거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정부의 법률안제안
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논의33)나 주장34)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31) ‘의원입법’ 보다 정확한 용어는 ‘의원발의 법률안’이고, ‘정부입법’ 보다 정확한 용어는 ‘정부제출 법
률안’이다. 특히 ‘정부입법’은 ‘행정입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보다는 ‘정부제출 법률안’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관용화된 용어인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글의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32)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가 입안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있다.
33) 김철수, 기조발제 - 제정 60주년의 입법과 헌법보장문제, 제헌 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논문집,
2008. 7, 11면. “미국식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에게 법률안제안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
야만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존중하게 되고 국회의 권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국회
와 같이 많은 법률가출신의 국회전문위원과 국회의원보좌관을 확보하여 국회의 입법기관성을 보장해
야 할 것이다.”
34)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6, 38면. “향후 헌
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소관 상임위원장
을 통한 제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윤정, 입법과정에 대한 헌
법적 고찰,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26면.

- 12 -

의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 변함없이 국회의원과 정부 양 기관에 법률
안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안 입안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정부형태나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관계, 정당과 행정부의 관계, 대통령 등 행정수반의 리더십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35)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제3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
회에 제출한다. 정부법률안의 국회제출절차는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
으나 헌법과 실무관행에 따라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필
요한 실무적 사항은 법제처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의 서명은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법
률안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되지 못한다36).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37). 정부가 제
출하는 법률안을 정부법률안이라고 한다면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과 위원회가 제출
하는 법률안은 모두 의원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입안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입법절차인 법률안의 입안절차
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가 다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
는 특별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
와 같이 관계기관협의나 당정협의, 규제영향분석·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갈등
영향분석 등의 절차가 법령을 통하여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종전에는 예산 등의 조
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중 의원법률안의 경우에만 예산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은 대부분 정부법률안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법률의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과 그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가 없어 법률안의 정책
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의 주체와 상관없이 정부법률안과 의원법률안
모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의 추
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근래에는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규제영향
분석을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 많아지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 발의되는 등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절차를 유사하게 하려는 주장과 시도가 나타
나고 있다.

Ⅱ. 법률안의 심의·의결 절차

35)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1, 122면.
36)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186면.
37)「국회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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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
언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주체는 정부와 의원으로 나누어지더라도, 그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주체는 국회이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
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의원발의 법률안 중 위원회가 제
출한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38)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소관 상임위원
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제 심사를 위하여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제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된다.
그간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의 위원회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점 적시 및 개선방안의
제시와 함께,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사과정의 부실 및 강행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국회
입법절차 개혁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규정하는 국회법이 수
차례 개정되었고 불충실한 국회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의
국회 입법절차 개혁은 ‘국회선진화법’ 또는 ‘몸싸움방지법’이라 부르는 2012년 5월
25일의 「국회법」 개정과 2012년 2월 27일의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정이다.
2012년 5월 25일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 강화,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의안자동상정, 안건신속처리제,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 등이 도
입되었다.39) 또한 2012년 2월 27일의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국회 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일정 부분 개선
되었다. 또한 법률안 강행처리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수차례 제
기되기도 하였다.40)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내 입법절차에 대한 결
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최소한 국회내 입법절차에서의 적법절차원
리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성찰하고 개혁을 고민하는 기회는 되었을 것이다.41)

38) 「국회법」 제88조.
39) 홍완식, 의원발의 법안 폭증에 따른 대응과제, 한국입법학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2012. 5, 10
면 이하.
40) 홍완식,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249
면 이하.
41) ‘국회선진화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러한 국회 입법절차의 개혁의 동기는 제18대
국회에서의 일련의 입법절차의 파행이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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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률안의 재의요구 또는 공포절차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지 또는 공포를 할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15일 이내의 기간 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
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재의결된 법률안은 공포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즉,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
에 공포를 위한 관보 게재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42) 즉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으로써 법률안은 각각 법률로서 성립하게 된다. 법률안의 재의요구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법률의 입법에 관한 두 기관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률의 공포절차
나 효력발생 시점 등은 종이문서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 법률의 공포절차 등도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조정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다.
【표2】 전체 입법절차 흐름도

1. 입법계획 수립

10. 국회 제출

↓
2. 법률안 입안
↓
3. 관계기관 협의
↓
4. 당정 협의
↓
5. 입법 예고
↓
6. 규제 심사
↓
7. 법제처 심사
↓
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
11.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1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1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14. (전원위원회 심사)
↓
15. 본회의 심의·의결
↓
16. 정부 이송
↓
17. (대통령의 재의요구)
↓

9. 대통령 재가

18. 공포

42) 법률의 공포일이란 그 법률이 관보에 게재된 날을 말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관보가 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바, 판례에서는 이 경우에도 관보가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일
반인이 구독할 수 있는 시각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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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부입법절차
정부제출법률안의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단계구분을 달리하기도 한다. 임종
훈은 ① 해당부처 내 담당부서의 입법정보수집·분석과 입법정책의 결정 ② 초안의 작
성 ③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④ 당정협의 ⑤ 입법예고 ⑥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⑦ 부처의 원안결정 ⑧ 법제처 심사 ⑨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 ⑩ 대통령 결재
및 국회제출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43) 조정찬은 ① 법률안의 성안 ② 관계부처와의
협의 ③ 당정협의 ④ 입법예고 ⑤ 경제장·차관회의 심의 ⑥ 법제처 심사 ⑦ 차관회
의·국무회의 심의 ⑧ 대통령 결재 및 국회제출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44) 법제처의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제출법률안의 정부 내 입법절차는 ① 입법계획의 수
립 ② 법령안의 입안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 ④ 당정협의 ⑤ 입법예고 ⑥ 규제심사 ⑦
법제처심사 ⑧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⑨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의 부서 ⑩ 국회 제출의 단계로 서술하고 있다.45)

I. 입법계획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
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
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
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을 마련
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법령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입법계획을 종
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46) 이렇게 각 부처에
서 제출된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일정과 중복·
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한 후 매년 3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
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43)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2, 146면.
44) 조정찬, 법제실무강좌, 법제, 법제처, 1994. 5, 58면. 경제 장·차관회의의 심의제도는 1998년에 폐지
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45) 이후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공포를 위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에 공포된다. www.moleg.go.kr
4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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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이란 법률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추진하려는 법
률안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 제5조의 3(법률안 제출계
획의 통지)에는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
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
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시기, 국회 제출시기 및 시
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한다47). 이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예견가능
성을 가지도록 하고, 법률안의 제출이 연중 고루 안배되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
도록 하자는 취지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Ⅱ. 법률안의 입안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일반
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
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규범화하
는 과정이다. 따라서, 입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해 기관의 기본적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명하고 보완하여 규범화함으로써 그 정책목표를 시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정책내용은 물론 시행효과 및 재정소요,48) 부수적 문제점, 선택
가능한 대안과 관련 분야에 관한 현행 법제도에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법률안은 당초의 일반적 정책
목표 속에 함유된 문제점·공백과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도록 명확하
고 일관성 있는 적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4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48)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그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
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소
요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외에는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
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11
②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5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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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그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때
에는 공동으로 입안하여 국무회의에 공동으로 제안한다.

Ⅲ. 관계기관과의 협의
소관부처가 법률안의 초안을 확정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즉,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
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
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즉, 법령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49). 대상기관을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
【표3】 법률안의 협의 대상기관
기 관
기획재정부

업 무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과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

행정안전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그 밖에 지방행
정에 관한 사항과 관보에 게재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보규정」 §11)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정부조직법」 상
소관업무 부처

회계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감사원법」 §49)
경쟁제한 사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3)
벌칙이나 질서행위벌에 관한 사항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하여 입법화될 정책내용에 대한 사전조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집
행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 법령의 시행과정에서의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법추진의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국무회의는 관례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
49)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 18 -

영되고 있어서 어느 한 부처에서만 반대하여도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안은 의결되기 어
렵고, 결국 협의를 통하여 수정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고 법제처
의 심사로 공포 전 입법과정이 종료되는 총리령안과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가 그
심사 시에 필요한 합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Ⅳ. 당정 협의
정부는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하
는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즉,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안과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부령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
에서부터 여당과 협의를 하게 된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여당의 입장과 조화
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 정책의 방향을, 선거
에 의하여 집권한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여당의 입장과 조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
책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당정 협의는 국무총리훈령(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훈령은 주요한 당정 협의 방식
으로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와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및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등을 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관회의 상정 2주 전까지 협의를 마쳐야 하므로
심사과정에서 당정 협의 여부도 체크하여야 한다.

Ⅴ. 입법예고
정부의 법률안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입
법예고를 하게 된다.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
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제도는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고(「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1983. 5. 21, 대통령령 제11133호, 1995년 「법
제업무운영규정」 제정 시 흡수․반영),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예고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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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사태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9②),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
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50)으로 하되,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
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4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
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의 방법은 법령안의 주
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
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국민에게 알려준다. 예고된 법률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
체 없이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 가운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며,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장, 「법제업무운영규
정」 제4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장).

Ⅵ. 규제 심사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
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각 부처에서 규
제에 관한 사항,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법령안
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영향분석51)과 규제의
대상·범위 및 방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심사를 거치고 공청회, 입법예고, 이
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과 행정기
50)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었다가 2011년 12월 2일의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40일 이상으로 늘
어났다.
51)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심사 등의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規制影響分析 ;
Regulatory Impact Analysis) 등을 통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
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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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의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 심사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
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
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행정규제기본법」 §1)으로 하고 있
다. 규제심사 이외에도 정책이 여성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
향분석평가(「여성발전기본법」 §10, 「성별영향분석평가법」52) §5), 해당 법령안
을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인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8), 정책 집행에 적합한 통계방법 구비 여
부에 대한 정책통계기반평가(「통계법시행령」 §33) 등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도 있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
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함을 말한다. 분석
평가서에는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과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
책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
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을 말한다.

Ⅶ.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
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시부
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정부조직법」 §20),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시행, 법령안의 기초·심사, 정부 내 행정법령 일반에 대한 유권해석,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제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정부 내 법제사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
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
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
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즉,
각 부처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른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친 후 법제
처장에게 해당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5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되었고,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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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
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①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관계 기관과의 협
의결과공문 사본 1부, ③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④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⑤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⑥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⑦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장은 ①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
안 또는 조약안, ②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③ 헌법에 위반될 소지
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④ 정부
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⑤ 그 밖에 입법추진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요청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③～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된 최근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률
안이 「헌법」과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모든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모든
법제심의관·법제관과 간부들이 참여하는 법령안 합동심사회를 거친다. 모든 법령은 일
단 제정되면 합헌성의 추정을 받게 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법제
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되고 국가경영의 기
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
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Ⅷ.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
여 심의할 수 있다(「국무회의규정」 §5). 또한 「헌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국민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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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안으로 대부분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부처간 갈등을 지니는 법률안도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는 합의제기관에서 토
의되고 조정·의결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안
이 국무회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법률로 입법된 이후에 집행에 있어서의 실효성과 현
실성이 제고된다.

Ⅸ.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의 부서
「헌법」 제82조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
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
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수 있으려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이 부서하는데, 부서는 국무위원의 신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차관 등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필요한 부서
를 받고 나면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실을 거쳐 당해 법률안을 대통령실에 이송하여 대
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Ⅹ. 국회 제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
하게 된다. 법률안은 종이인쇄물과 온라인의 방식으로 제출된다. 2005년 7월 28일의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용추계서
도 법률안에 첨부한다. 당초 국무회의 상정안건에 포함되었던 주요토의과제, 관계법
령, 입법예고 실시결과 등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의 인쇄물에서는 제외하고,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 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만 인쇄하여 제출한다.53)

제5절 의원입법절차와 정부입법절차 비교
Ⅰ. 서설
현행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위치는 다르더라도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문

53)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2011,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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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자체는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주어지는 것은 이
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행정부가 법안제출권을 지니는 것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제도이
기 때문에,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제도적 특성에 맞추어 국회의원들에게만 법률안 제
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랜 헌정사적 경험 및 의정사적 경
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헌법제도·의회제도의 일부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이 공히 부여되었지만, 법률안
제출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52조에 이어 제53조에서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공포
에 관한 권한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태도는 의원과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
유에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원과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를 단일법에서 규정할지, 동일한 입법절차로 규정할지 상이한 입법절차로
규정할지,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할지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는
한, 입법자인 국회가 상세한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의원과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안절차를 동일한 입법절차로 규정할지 상이한 입법절차로 규정
할지는 입법자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회의원
이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안절차와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안절차는 근거법률도
다르고 그 절차도 다르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복수의 법률안 제출주
체에게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은, 상이한 이들 헌법기관의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 당
연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평가되고 있다.54) 비록 규제심
사 등 몇 개의 제도에 있어서는 정부입법절차와 국회입법절차의 비대칭성이 발생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많은 정부입법절차와
비교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국회입법절차는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이
러한 입법절차 전반의 비대칭성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개선론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입법절차에 대한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
부입법절차와 국회입법절차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법률안의 입안절차의 차이
전반적인 입법과정을 크게 구분해 보면, 법률안의 입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
54) 권영설, 우리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입법선진화 포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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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심의와 의결은 국회가, 법률안의 공포는 정부가 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
법 제52조에 의하여 법률안 제출권이 국회의원과 정부에 각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법
률안의 입안주체도 국회의원과 정부로 나뉜다. 입안주체에 따라 법률안을 의원법률안
과 정부법률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입안주체의 특성상 입안할 때의 방법과
절차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입안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공포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따라서, 의원법률안과 정부법률안의
입법절차를 각각 의원입법절차와 정부입법절차라고 구별하고 그 차이를 논하는 것은
전체 입법절차 중 법률안의 입안절차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표4】 법률안의 입안절차 비교 (※ 출전 : 국회사무처)

초안
마련

<정부입법>

<의원입법-의원>

<의원입법-위원회>

입법계획 수립

여론·민원,
정당정책기구, 의원의
입법 필요성 인식

상임위(특별위)의 입법
필요성 인식, 의장의 소관
상임위 송부

전문연구기관,
정책추진팀의 조사·연구

의원 보좌관, 외부
전문가의 조사·연구

(공청회)

부처 초안 마련

의원 발의안 마련
(요청 시 사무처 법제실
입안)

위원회안 마련
(소위원회·전문위원 활용)

대통령 재가(7∼10일)

의원 10인 이상 찬성

위원회 제안(위원장 명의)

▼

▼

국회 제출

의장에게 제출

관계 기관 협의
(30∼60일)
당정 협의

검토
·
수정

입법예고(40일)
부패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5∼20일)
법제처 심사(20∼30일)
차관회의·국무회의(12∼1
5일)

입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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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초안 마련단계를 살펴보면, 정부입법의 경우 먼저 소관부처는 입법의 필
요성을 인식해서 매년도 초에 입법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입법계획의 추진을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법률안
의 초안을 입안한다. 하나의 법률이 단일 부처 소관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만, 여러 부처 소관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안단계부터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55) 정부가 제출할 법
률안이 입안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당정협의절차, 입법예고절차, 규제심사·성
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 등의 심사절차, 법제처심사절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물론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서 이 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절차
를 거치지 않고 발의되는 국회의원의 법률안과는 확연한 절차적 차이가 있는 것이
다. 즉,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여론·민원을 통해, 정당정책기구의
정책연구를 통해 또는 의원의 필요성 인식 등에 따라 법률안이 구상된다. 법률안의
입안을 위한 조사와 연구는 의원실에서 직접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며 그
결과로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한다. 초안 마련에 있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 사
무처의 법제실이 초안 마련을 대행하기도 하지만, 의무적인 입법절차는 아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입안절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안의 입안단계에서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절차 등 정해진 절
차가 있어서, 이에 따라 법률안 초안을 검토·수정하여 점차 검증되고 완성된 법률안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반면,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수정에 해당하는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 즉,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한 이후 국회
에 제출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의무적인 검토·수정 단계가 없다. 법률안의 정부제출절
차와는 비교되는 의원발의절차의 단순함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절감에 비추어 의원발
의방식이 선호될 수 있고, 이는 법안발의의 졸속 내지 부실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56)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안절차와 달리 의원이 발의하는 법
률안의 입안절차에서의 이러한 검토·수정 절차의 생략은 의원입법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써, 의원입법이 갖는 장점과 한계는 바로 이러한 절차적 특징에서 비롯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법안과 의원법안의 입안절차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정
부는 ‘청부법안’, ‘우회법안’, ‘절차회피적 법안’이라고 불리어지는 법안을 제출한다.
55) 예를 들어, 2011년 6월 3일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하여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및 국민
권익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행정안
전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보도자료, 2011. 6. 3, 1면 이하.
56) 권영설, 우리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입법선진화 포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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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신속한 입법절차만을 필요로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형식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Ⅲ.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최근 동향의 비교
【표5】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비교 (제1대 국회 - 제18대 국회)
시기 구분 (
연도)

전체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안 제출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출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헌국회(
48-50)

234

89

43

48%

145

106

73
%

제2대(
50-54)

398

182

77

42%

216

137

63
%

제3대(
54-58)

410

169

72

43%

241

85

35
%

제4대(
58-60)

322

120

31

26%

202

44

22
%

제5대(
60-61)

296

137

30

22%

159

40

25
%

1,
162

554

514

93%

608

501

82
%

제6대(
63-67)

658

416

178

43%

242

154

64
%

제7대(
67-71)

535

244

123

50%

291

234

80
%

제8대(
71-72)

138

43

6

14%

95

33

35
%

제9대(
73-79)

633

154

84

55%

479

460

96
%

제10대(
79-80
)

129

5

3

60%

124

97

78
%

국가보위입법회의(
8
0-81)

189

33

33 1
00%

156

156

100
%

제11대(
81-85
)

489

202

83

41%

287

257

90
%

제12대(
85-88
)

379

211

66

31%

168

156

93
%

제13대(
88-92
)

938

570

171

30%

368

321

87
%

제14대(
92-96
)

902

321

119

37%

581

537

92
%

제15대(
96-00
)

1,
951

1,
144

461

40%

807

659

82
%

제16대(
00-04
)

2,
507

1,
912

514

27%

595

431

72
%

제17대(
04-08
)

7,
489

6,
387

1,
350

21%

1
,
102

563

51
%

제18대(
08-12
)

13,
913

12,
220

1,
663 13.
6%

1
,
693

690 40
.
8
%

국가재건최고회의(
6
1-63)

※ 국회사무처에서 2004년에 발간한 의정자료집과 법률안의 처리에 관한 국회사무처의
통계 http://likms.assembly.go.kr/bill를 토대로 하여 재구성한 자료임.

근래 들어와 국회에 제출되는 전체 법률안의 증가세가 확연하다. 특히, 의원발의 법
률안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증가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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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제16대 국회까지는 그 발의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되었으나, 제17대 국회부터
는 그 건수가 각각 제17대 국회 6,387건, 제18대 국회에서는 12,309건(정부제출법률
안은 1,693건이고, 의원발의법률안과 합하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3,913건)으로 발의되는 법률안의 증가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이러한 법률안의 증가
는 우선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관계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나 입법수요의
확대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율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현대국가가 보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이 증가되는 현상은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법률안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법치주의원리 하에서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회의 입법지원조직57)이 확대됨과 더불
어,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하여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발의를 활발하게
한 점 등이 크고 작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
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민의 평가대상으로 인식시키고 의정활동의 투
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에 관한 통계【표5】를 보면, 제1대부터 제14대 국회까지
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 대체로 많았는데, 이는 입법의 주도권을 정부가 행사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15대 국회 이후에는 의
원발의 법률안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7대 국회의
가결률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21%이고 정부제출 법률안이 51%이고, 제18대 국회의
가결율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13.6%이고 정부제출 법률안이 40.8%임을 볼 수 있는
데,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율에 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율은 현저히 낮아
지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율은 제11대 국회 이후 30%에서 41%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16대 국회에서의 가결율은 27%, 제17대 국회에서의 가결율
은 21%, 제18대 국회에서의 가결율은 13.6%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대책마련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발
의 법률안은 6,387건이고 정부제출 법률안은 1,102건으로, 제출된 법률안은 총
7,489건이다.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러한 법률안 총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총건수인 2,507건과 비교하면, 약 3배에 이른다. 또한 제18대 국회
에서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2,220건이고 정부제출 법률안은 1,693건으로, 제
출된 법률안은 총 13,913건이다. 제18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러한 법률안 총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총건수인 2,507건과 비교하면, 약 5배를 넘는 가히
57)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은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사무처(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법제실),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4개 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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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인 증가세이다. 제16대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제17대 국회에서는 3배 제18
대 국회에서는 5배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제19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1달이 지난 2012년 7월 2일에야 연기
되었던 제19대 국회 개원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19대 국회의 개원식이 개최된
2012년 7월 2일에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400건이고 정
부제출 법률안은 9건이다. 법률안의 증가세를 감안하여 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보다 훨씬 많은 수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
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대세였던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는
우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
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제16대 국회의
총 제출법률안 2,507건 중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1,912건으로써 76%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제17대 국회의 총 7,489건 중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무려 6,387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활성화, 시민단체의 의원입법활
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등으로 인하여 의원입법은 양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양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원입법의 가결율 저조의 원인으로는 현실성·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지역구 민원해결
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기도 한다는 점, 대외적으로 법안제출
실적을 과시를 위하여 제출된다는 점과 법제기술상 완성도가 미흡한 법률안이 제출
된다는 점 등이 지적58)되고 있다. 의원발의법안의 급증에 반비례하는 낮은 가결율
은 의원입법이 충분한 사전검토나 준비에 의하여 발의된 것이 아니라, 법안발의실
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오기도 한다. 의
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건수는 많으나 입법화되는 비율이 정부 제출법안에 비하여
낮은 이유를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입법의지
는 없으면서 건수 올리기 식으로 발의하기 때문이라는 평가59)는 경청할 만 하다.
따라서 이제는 의원입법안의 양적 증가를 질적 개선으로 전환시키는 준비와 작업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60)

58) 이한길, 제16·17대 의원발의 법안의 특성, 의원입법의 발전방안,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2004.
10, 113면.
59) 김민전, 입법과정의 개혁, 국회의 성공조건, 동아시아연구원, 2004, 276면.
60)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특집, 저스티스
106호, 한국법학원, 2008. 9,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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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 헌법은 정부에도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였고, 정부는 정책 전문성과
방대한 자료 및 관료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법률안제출의 주도권을 행사해오고 있었
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의 양적 증대가 현저해지고 있
다. 의원입법의 양적 증대를 보는 시각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긍정
적인 시각에서는 의원입법의 양적 증대는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
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의원입법의 양적
증대는 부실법률과 졸속법률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
다. 의원입법이 대폭 증가하게 된 계기는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입법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능력과 입법지원조직의 입법지원 능력
도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입법의 양적 성장에는 국회 법제실의
확대 개편과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개청 등 지원시스템의 발전도 상당히 기여한 것
으로 보인다. 의원입법의 양적 증대가 국회의 활성화에서 오는 현상이든 과열된 법률
안발의 경쟁에서 오는 현상이든,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은 국회 내부와
국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꾸준히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
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경,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법률안
발의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며,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함에 있어서는
정부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원
이 입법수요를 수렴하는 경로와 방법이 다양하고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지역구민의 민원 수렴, 시민단체의 의견 반영, 이익단체의 특정 이익
반영,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이념에 기초한 정책 반영, 언론에서 제기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성안·제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그 내부의 복잡한 법률
안 입안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처이기주의에 따라 부처 상호간 이해 조
정이 어려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우회하여 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관심 증대 및
급속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의원입법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안제출건수는 의원발의법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절대적인 법
안제출건수는 점증하여 왔다. 제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1,693건이었
는데, 이는 월 평균 141건에 해당한다. 미리 입법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절차와 다양
한 협의절차 및 심사·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법률안의 입법절차를 감안한다면,
제18대 국회에서의 정부법안 제출건수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법안제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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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의 임기, 경제적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인적 영향력(입법리더쉽, 대통령의 자원)과 입법환경에 따라 정부의 법안제출건
수는 상이할 수 있다.61) 예외적인 정부법률안 증가를 제외하더라도 정부법률안의
증가세도 확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안을 포함한 정부내
입법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함이 필요하다.

61) 신현기, 대통령법안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2, 100면
이하 참조.

- 31 -

제3장 주요국 입법절차
제1절 미국
I. 미국의 입법절차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하원이나 상원에서 의원에 의한 법
안 발의 및 의장에 의한 법안 소개가 있게 된다. 이어 하원 또는 상원의 소관 상임위
원회 혹은 소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된다.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고 공
청회(public hearing)를 개최하며, 축조작업을 하게 된다. 위원회가 하원 또는 상원에
보고하면 그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통과를 위한 표결을 하게 된다.
하원 또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타원에 이송되며 그 법안은 마치 처음 소개되는
것처럼 절차를 밟게 된다. 상·하원의 법안 통과여부가 반대의 결과일 때에는 양원합동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 법안이 양원을 통과한 경우
하원의장이 먼저 서명을 하고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서명을 한 후 대통령에게 이송된
다. 법안에 시행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한 대통령이 승인 서명한 날부터 바로 법이
된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회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다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62)

Ⅱ. 미국의 정부입법 절차
미국 헌법은 모든 입법권(legislative power)을 의회(Congress)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장관들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미국
에서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한다는 등의 관념이 발붙일 수 없고 의원들은 자신
의 정치적 소신이나 재선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입법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원들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의원내각제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연방 행정기관은 교량의 개통 시기에서 마시는 물에 허용되는 비
소 수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연간 3천 건에서 4천 건에 이르는 규칙을 제정
하고 있다. 연방 행정기관에 의한 연방 행정규칙의 제정 절차는 연방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이 규율하고 있는데, 공식적 행정입법절차
(formal procedure)와 비공식적 행정입법절차(informal procedure)로 구분된다. 공
식적 행정입법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고 그 기록에 의하여 규칙
62) 이희훈, 미국의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상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0. 12, 183-192면, 김영희, 미국의 입법과정, 한국학술정보, 2007, 53-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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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진행된다. 공식적 행정입법절차는 재판과 유사한 절
차로서 행정기관이나 규칙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비공식적 행정입
법절차는

고지와

의견진술(notice

and

comment)절차로

불리며

이해관계인

(interested persons)이 적절한 의견진술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시간, 장
소와 성격, 관련법령 등이 통보된다.63)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과정을 살펴보면,
연방 행정기관에 의한 연방 행정규칙 제정은 연방 의회가 행정입법을 위임하는 법
률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과정이 시작된다. 이에 규칙 초안이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
내부 심사와 승인을 거쳐 정보규제국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정보규제국의 심사를 받
은 초안은 고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최종안으로 발전된다. 최종안은 다시 내부
심사와 승인을 거쳐 정보규제국의 심사를 받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를
통해 공표된 후 수익적, 해석적 규칙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30일이 경과되
면 시행된다.64) 30일간의 대기기간은 규칙에 의해 영향 받을 자들에게 규칙의 발
효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Ⅲ. 미국 정부입법절차에 있어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1. 입법예고제도65)
가. 규칙제정유형에 따른 입법예고제도 운영현황
(1) 비공식적(informal) 규칙제정
비공식적 규칙제정 절차는 고지와 의견진술(notice and comment) 절차로 불리며,
행정기관은 제안된 규칙에 관해 적절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규칙의 내용에 관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지는 일반적으로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이루어지나, 이해관계인이 확인되어 실제로 규칙제정에 관해 알고 있으
면 연방관보 게재는 생략되기도 한다. 의견진술에 대해 연방행정절차법은 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몇몇 법률들은 최소기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며, 대통령 행정
명령 제12866호는 내각부처와 독립기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적어도 60일간의 의견
진술기간을 둘 것을 언명하고 있다. 의견진술 기간이 종결되면 행정기관은 제시된 의
견 중 적절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최종규칙의 근거와 목적에 관한 간결하고 일반적인
63) 권태웅, 미국의 입법절차와 사법심사, 법제, 법제처, 2007. 11, 74-75면.
64) Curtis W. Copeland, “The Federal Rulemaking Process: An Overview,” CRS Report, RL32240,
2011. 2. 22, pp. 1-3을 참조.
65) 이하에서는 Vanessa K. Burrows and Todd Garvey, "A Brief Overview of Rulemaking and
Judicial Review," CRS Report, R41546, 2011. 1. 4.를 근간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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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작성하여 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성명은 일반인들에게 규칙의 근거와 목
적에 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성명은 최종규칙과 함께 적어도 발효일 30일 전
에는 연방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2) 혼성(hybrid) 규칙제정
연방의회는 행정기관에 규칙제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연방행정절차법상의 비공식적
규칙제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요건들 외에도 특정 절차요건을 따를 것을 지시할 수 있
다. 혼성 규칙제정은 공식적 규칙제정보다는 유연하고 비공식적 규칙제정 보다는 더
많은 일반참여를 유도한다. 혼성 규칙제정 절차에서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인에 의한 구두증언과 참가인에 의한 반대심문을 허용하기도 한다.
(3) 직접최종(direct-final) 규칙제정
연방행정기관들은

“통상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적다(routine

and

noncontroversial)”고 생각되는 규칙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결 짓기 위해서 직
접최종 규칙제정(direct-final rulemaking)이라고 알려진 절차를 발전시켜왔다. 직접
최종 규칙제정절차에서 행정기관은 연방관보에 제안규칙을 공표하지만, 이 고지는 행
정기관에 의해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제안규칙이 최종규칙으로
서 발효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단 하나의 반대의견이라도 접수되면 제안규칙은 철
회되며, 행정기관은 비공식적 규칙제정의 고지·의견진술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한
다. 직접최종 규칙제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연방행정절차
법 상의 “정당한 이유(good cause)”에 의한 예외 규정의 “불필요한(unnecessary)”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접최종 규칙제정이 정당화되어 왔다.
(4) 협의에 의한(negotiated) 규칙제정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규칙제정 과정의 발전단계에서 이해관
계인이나 이해관계단체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 절차에서 행정
기관장은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며 연방관보에 위원회의 구성원
과 의무에 관한 자세한 고지를 공표하여 일반인에게 이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최소 1인의 행정기관 대표를 포
함하여 최다 2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면 제안된 규칙의 개요를 서
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서나 위원회의 결론은 행정기관을 구속
하지 않으며 위원회 심의결과 제안된 규칙은 이후 통상적인 고지·의견진술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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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완결되어야 한다.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은 행정상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상당한 이
해관계를 지닌 외부단체들을 참가시킴으로써 공포된 법률에 대한 반대를 줄이고자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이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66)
나.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면제
(1) 주제에 의한 면제
군사적 또는 외교적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 행정기관운영 및 인사에 관한 규칙제정,
공공재산, 융자, 보조금, 수당, 혹은 계약에 관한 규칙제정 시에는 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고지·의견진술 절차가 전부 면제된다. 군사적 또는 외교적 예외는 엄격하게 해
석되어 왔지만,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제정한 규칙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법
예고의 면제를 받는 규칙은 기관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만 적용된다. 마지막
으로 공공재산 예외에서 ‘재산’이라함은 공공토지에 관련된 모든 규칙에 확대되는 것
이 아니라, ‘재산분배’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2) 행정기관의 조직, 절차, 관행에 관한 규칙
기관절차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 예외와 마찬가지로 해당 규칙은 기관
내부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예외는 기관의 궁극적인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
치게 될 조치나,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대상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조
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규칙 최종안은 공표되어 30일이
지나야 발효된다.
(3) 해석규칙 및 정책의 일반성명
이 예외는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일반국민에게 적시에
정책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예외가 적용되면 해당 규칙안은 고지·의견진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관보에 공표되자마자 발효된다.
(4) 정당한 이유에 의한 면제

66) Philip J. Harter, "Assessing the Assessors: The Actual Performance of Negotiated
Rulemaking," 9 N.Y.U.L.J. 32, 2000.와 Cary Coglianese, "Assessing the Advocacy of
Negotiated Rulemaking: A Response to Philip Harter," 9 N.Y.U.L.J. 386, 2001.을 비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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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유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은 고지·의견진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행 불가능·불필요·공공이익에 반한다(impracticable, unnecessary, or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은 정당이유 예외를 적용하
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이유 예외 사항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당이
유 예외는 흔히 잠정최종 규칙제정(interim final rulemaking) 방식을 통해 적용되어
왔다. 잠정최종 규칙제정은 고지·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규칙을 공표하며
공표된 규칙은 일반적으로 즉시 발효한다. 대신에 행정기관은 공표 이후 의견진술 기
간 중에 규칙을 수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행정입법심사67)
가. 정보규제국에 의한 행정입법심사의 정립
(1) 관리예산처의 기능
정보규제국이 속해있는 관리예산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법률안
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안, 증언안도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의회를 통과하여 행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취할 조치에 대한 각
기관의 건의안도 심사하고 있다.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
며, 정부 각 기관에 대하여 법제사무와 관련된 의견을 종합 및 조정하는 한편 의회를
통과하여 행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도 예산상의 문제와 거부권 행사여부에 관
한 조정과 심사를 행하는 등 행정부 각 기관이 의회와 교섭하는 모든 작용을 철저히
규제하며, 법률안에 대해서도 단순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검토와 조정
기능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정부 부처의 법률 제안은 사전에
관리예산처의 조정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업무들은
대통령의 입법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그리고 사전적으로 통제된다.68)
(2) 관리예산처 내 정보규제국의 역할
정보규제국은 1980년 미국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에 의해
관리예산처 내에 창설되었다. 정보규제국은 연방정부의 규제정책과 정보수집 및 질,
67) 이하에서는 Curtis W. Copeland, "Federal Rulemaking: The Role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CRS Report, RL32397, 2009. 6. 9.를 근간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68) 성선제/유상현/방승주/유진식,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88-90면. 김유환/김동연/전훈,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
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7. 11, 139-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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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계정책 그리고 연방정보정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69) 1981
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발해진 대통령 행정명령 제12291호에 따라 정보규제국은
연방관보에 공표되기 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 내용을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관리예산처 내 정보규제국은 미국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의
일부로서, 해당되는 행정기관의 규칙이 대통령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보
장하는 역할을 한다.
나. 심사규정-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
현재 정보규제국의 행정입법심사 의무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발해진 대
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상술되어 있다.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하면 독립규제
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을 제외한 내각부처(Cabinet departments)
와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은 “중대한(significant)” 규제조치의 경우 정보
규제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70) 여기서 “중대한” 규제조치란 ①연간 경제에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타 행정기관의 조치에 심각하게 상충되거나 방
해되는 경우, ③재정지원혜택 등의 예산상의 영향을 현저히 변경시키는 경우, ④새
로운 법적 또는 정책적 이슈를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행정명령에 따르면
규칙제정 행정기관은 중대한 규칙초안의 경우 정보규제국에 규칙초안 텍스트, 해당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기술, 해당 규칙의 비용과 편익의 대체적 평가를 제출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연간 경제에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중대한(economically significant)” 규칙초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잠재적으로 효
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의 비용편익평가를 포함하여 상세한 비
용편익분석을 작성하여 정보규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한다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규제를 제안하거나 채택하여야 한
다. 그리고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행정기관은 위험 요소의 정도나 성질을
합리적인 한도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대안들 중에서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접근방식
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하면 정보규제국은 일반적으로 90일 내
에 심사를 끝마쳐야 하며, 행정기관과 정보규제국은 심사가 행해지는 방식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은 정보규제국의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초안과 이후 발표된 조치 간에 “실질적 수정(substantive changes)”이 있으
69) 김계홍,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법제, 법제처, 2007. 12, 87-88면.
70) “독립규제기관”이란 문서감축법에 규정된 위원회를 지칭하는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원자력규제위원
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등이 해당된다. “독립기관”이란 내각부처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해
야 하는 기관을 가리키는데,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일반조달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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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또 어떠한 수정이 정보규제국의 제안이나 권고에 따라
행해진 것인지도 공개하여야 한다.71) 정보규제국은 행정기관에 정보규제국의 직원
과 행정부 외부 측과의 서면연락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두 연락의 경우 그
날짜와 연락을 취한 사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정보규제국은 심사 중에
있는 모든 규제조치와 앞서 언급된 행정기관에 제공된 모든 서류들의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다. 정보규제국의 공식적 심사과정
[표6] 미국정부입법절차 개관

정보규제국은 독립규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중대 규칙 초안을 제안단계와 최
종단계에서 심사한다. 정보규제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의 원칙에 비추어 규칙 초안들을
분석한다. 경제에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칙에 대해서
는 행정기관이 제출한 비용편익분석 또한 심사한다. 1994년 이래 정보규제국은 매년
500건에서 700건에 이르는 중대 제안규칙과 최종규칙을 심사해왔으며 이 중 70건에
서 100건은 ‘경제적으로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규칙들이다. 정보규제국은 제출한 그대
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규칙을 승인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칙을 반려하거나, 행정기관
이 규칙을 철회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012년 7월 12일 현재 지난 1년간 정보규제
국이 심사한 규칙안은 모두 29개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622건으로서 이 중 99건이 경
제적으로 중대한 규칙이었다. 소요된 평균 심사시간을 보면,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칙
71)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정보규제국의 지침 어디에도 무
엇이 ‘질적인 수정’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계홍,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법제, 법제처, 2007. 12, 107면, 각주 8.

- 38 -

에는 67일이 소요되고 그 외의 중대한 규칙에는 66일이 소요되었다. 규칙제정 단계로
분류해보면 예비규칙(prerule) 단계가 22건, 제안규칙(proposed rule) 단계가 252건,
잠정최종규칙 (interim final rule) 단계가 48건, 최종규칙(final rule) 단계가 257
건, 고지(notice) 단계가 43건이었다.72)
라. 정보규제국의 비공식 심사
규칙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심사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정보규제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규칙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기
관 내 규칙제정에 상당히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서 정보규제국의 문제제기에 기꺼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에 관해 지나치게 확고한 입장이
되기 전에 비공식적 심사를 행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정보규제
국은 설명하고 있다. 비공식적 사전심사는 법률상 또는 법적인 기한이 있거나 규칙이
극히 광범위하여 관리예산처 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경우 주
로 행해진다. 그런 까닭에 비공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규칙안은 주로 환경부, 교
통부, 농업부 및 보건부의 규칙안인 경우가 많다.73)
마. 정보규제국의 심사의 효과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74)은 2003년 9월 감사보고서에서 조사한
85건의 규칙 중 3분의 1 이상의 규칙에 정보규제국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
힌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규제국의 가장 통상적인 영향은
규칙 전문(preamble) 중의 설명어(explanatory language)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75) 2009년 4월에 행해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에 의하면 정보규제국의 심사는 종종 규칙초안의 수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감사원이 자세하게 조사한 12개의 규칙 중 10개가 정보규제국의 제안에 의해
수정되었다. 몇몇 수정은 규제안의 본문에 변경을 가져오기도 했다.
바. 정보규제국의 행정입법 관련 기타 역할

72) www.reginfo.gov/public/do/eoCountsSearch (2012. 7. 12. 방문).
73) 김계홍,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법제, 2007. 12, 95면.
74) 일반회계국은 1921년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년 모든 연방
기관의 프로그램과 활동과 기능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는 기관 명칭이 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으로 변경되었다. 김영희, 미국의 입법과정, 한국학술정보,
2007, 49면.
75)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시기 정보규제국의 심사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김계홍,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법제, 법제처, 2007. 12, 95-100면을 참조.

- 39 -

1995년에 제정된 비재정지원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은 일
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동법이 적용되는 규칙의 결과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도
록 하고 있다. 동법은 관리예산처장이 이러한 서면 진술서들을 모아서, 혁신적 규제접
근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견본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동법의 시행에 관한 연간 보고
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예산처장은 위와 같은 책임을 정보규제국에 위임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정보규제국이 관리예산처 내 전자정부국과 협력하여 정부차원의 전자
정부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규제영향분석76)
가. 비용편익분석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에 따르면 독립규제기관을 제외한 내각부처와 독립기관
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각종 규제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여야
한다. 비용과 편익은 양적 질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행정기관은
대안들 중에서 잠재적인 경제, 환경, 공중위생, 치안 상의 이점 및 분배와 형평성 등
을 포함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연간 경제에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제조치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①규
제조치로부터 예상되는 편익의 분석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수량화 ②규제조치로부터
예상되는 비용의 분석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수량화 ③효과가 있을 법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의 비용편익분석 및 왜 그 대안들이 선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정보
규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상상황 시에는 규칙제정 기관은 ‘실행 가능한 한
도(to the extent practicable)’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의 요건을 충족시키
면 된다.
행정기관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
리예산처 회람서 A-4(OMB Circular A-4)에 의하면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①제안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 ②대안에 대한 조사, ③제안된 조치 및 주된 대안들의
비용편익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예산처 회람서
A-4에 의하면 행정기관들은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율분석 양쪽을 다 실시하여야 한
다.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편익에 대해 행정기관들은 예를 들어 규칙이 연장하
76) 이하에서는 Curtis W. Copeland, "Cost-Benefit and Other Analysis Requirements in the
Rulemaking Process," CRS Report, R41974, 2011. 8. 30.을 근간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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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구할 것이라 예측되는 ‘통계적 생명(statistical lives)’의 숫자를 정하는 식 등으
로 분석하여 왔다. 또 비용효율분석은 모든 관련된 비용이나 편익을 금전화하지 않고
도 가능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용효율분석에 의해 어떤 대안은 100만 달러의 비용으로 50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 다른 대안은 200만 달러의 비용으로 200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예측되면 규제기관은 후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 제13563호를 발하였다. 대통령 행정
명령 제13563호에 따르면, ①행정기관은 투명성과 의견진술을 촉진하기 위해
Regulations.gov에 근거자료를 공개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②또 행정기
관들은 상호 협력하여 중복적이고 일관성 없고 중첩되는 규제들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하여야 하며 이는 혼돈과 중복 및 과도한 비용을 감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행정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규제를 단순
화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규제문제에 대해 유연한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방식은 명령이나 금지보다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행정기관은 과학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을
분명히 분리해야 한다. ⑤행정기관은 기존의 중대한 규제가 수정, 간소화, 확대, 폐지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 소급분석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비재정지원명령개혁법에 따른 분석
비재정지원명령개혁법에 의하면 민간부문 및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 정부가 모두
합쳐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될 명령(mandate)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할
경우, 내각부처와 독립기관은 건강, 안전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연방명령의 영향 뿐
아니라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의 질적 양적 평가를 포함한 서면 진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하는지 관찰할 책임은 주로 정보규제국에 있으
며, 정보규제국은 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에 의해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동법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대부분의 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해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discretion)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제안규칙의 고지를 공표하지 않고 최종규칙을 발할 경우 동법은 적
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법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지출(expenditures)’이 있을 경우
에만 적용되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영향(impact)’이나 ‘비용(cost)’이 있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고, ‘임의적(voluntary)’ 프로그램이나 연방 재정지원의 조건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행정기관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내리면 몇
몇 결과들은 추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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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영향진술서
1969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의
하면 연방 행정기관은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주요 연방조치에 관련된
추천서나 보고서에 환경영향에 관한 상세한 진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영향진술
서에는 ①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피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 ②해당
조치에 대한 대안, ③국지적 단기적 환경의 이용과 장기적 생산성의 유지 및 향상 간
의 관계, ④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발생하게 될 철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자
원의 투입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규제유연화분석
규제유연화법에 의하면 내각부처와 독립기관뿐만 아니라 독립규제기관도 ‘소규모
독립체(small entities)’에 대한 규제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동법에 따르면 규제유연
화분석은 ①해당 규제조치가 고려되고 있는 이유, ②제안되고 있는 규칙이 적용될 소
규모 독립체와 가능하다면 그 숫자의 추정치, ③제안규칙의 준수요건들, ④소규모 독
립체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칙을 공표하는 행정기관장이 해당 규칙이 ‘소규모 독립체의 상당수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증하면 규제유연화분석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규제유연화법은 ‘소규모 독립체의 상당수’나 ‘중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셈이다. 또한 제안규칙을 공표하
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표되는 최종규칙에 대해서는 규제유연화분석을 행할 필요
가 없으며 상당수의 행정기관들이 이러한 예외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77) 일부
행정기관들은 소규모 독립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규제유연화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내리고 있다. 규제유연화법이 명확
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일각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운
영환경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독립체의 상당수’나 ‘중대한 경제적
영향’같은 용어의 정의는 유연하게 놔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마. 비용편익에 대한 관리예산처 2011년도 보고서

77) Curtis W. Copeland, “The Federal Rulemaking Process: An Overview,” CRS Report, RL32240,
2011. 2. 2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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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재무부및일반정부예산책정법(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제624절은 관리예산처에 규제비용편익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표된 2011년도 관리예산처 보고서에 의하면 내각부처와 독
립기관은 총 88건의 “주요한(major)” 최종 규칙을 발했다. 이 중 18건의 규칙에 대해
서 행정기관이 편익과 비용 모두를 수량화 및 금전으로 환산하여, 그 연간 편익은 18
억 8천만 달러에서 86억 1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고 연간 비용은 6억 5천만 달러에
서 12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었다. 10건의 규칙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비용 또는
편익 중 어느 하나만을 금전으로 환산하였고, 32건의 규칙에 대해서는 이동되는 총액
만을 금전으로 환산하였고, 6건의 규칙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편익 어느 것도 수량화
하지도 않았고 금전으로 환산하지도 않았다.

4. 통합의제(Unified Agenda)78)
연방 행정기관이 의견진술의 결과 제안된 규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도 몇
몇 있지만, 대개의 경우 중대한 수정은 기관 내에서 규칙을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
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79) 또 행정기관이 규칙안을 정보규제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규칙제정에 관해 지나치게 확고한 입장이 되기 전에, 정보규
제국이 비공식적 심사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규칙제정 초기 단계에서
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가 문제된다. 통합의제의 각 기재는 규칙제정의 다음 다섯
단계, 즉 ①예비규칙 단계 (규칙제정의 시작 또는 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기
관이 취하는 조치를 표시), ②제안규칙 단계 (행정기관이 고지의 공표를 계획하고
있거나 의견진술 기간의 종결을 계획하고 있음을 표시), ③최종규칙 단계 (행정기
관이 최종규칙의 발포를 계획하고 있음을 표시), ④장기조치 (발전단계에 있으나
다음 12 개월 안에 규제조치를 야기하지 않을 사항을 표시), ⑤종결된 조치 (최종
규칙의 공표 또는 규칙의 철회 등) 중 하나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제안규칙 기재
는 행정기관이 제안된 규칙제정의 고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전시
키는 과정에 있음을 알려준다.

Ⅳ. 시사점
78) 이하에서는 Curtis W. Copeland, "The Unified Agenda: Implications for Rulemak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CRS Report, R40713, 2009. 7. 20.을 근간으로 하여 재구성하
였다.
79) William F. West, "Formal Procedures, Informal Processes,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in Bureaucratic Policy Making: An Institutional Policy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4, 2004, pp. 66-80 및 Marissa M. Golden, "Interested Groups in
the Rulemaking Process: Who Participates? Whose Voices Get Heard?"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8, 1998, pp. 245-2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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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성 있는 운용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들은 정부입법절차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
안들을 다각적으로 시도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겹겹의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 행정명
령을 통한 정부입법절차의 통제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 행정명령
은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 탄력성 있게 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어 비재정지원명령개혁법에 따른 분석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상당한 재량을 행
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동법의 준수여부가 정보규제국에 의해 관찰되며 정보규제국은
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2.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방안 강구
미국의 경우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는데 그 예
로 입법예고제도의 다양한 예외 사유, 특히 직접최종 규칙제정 방식과 잠정최종 규칙
제정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제안규칙의 고지에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제안규칙이 최종규칙으로서 발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그 시행을 앞
당김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지만, 단 하나의 반대의견이라도 접수되면 고지·의견진술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민주성 또한 도모하고 있다. 또 후자는 고지·의견진
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규칙을 공표하여 그 즉시 발효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도
모하지만, 공표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두어 민주성 또한 도모하고 있다. 덧붙여 효율
성이 강조되는 정보규제국의 입법심사에 있어 그 공식적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이나 비공식적 과정의 경우 통합의제를 활용하는 것 모두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
키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도 일정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3. 입법예고 예외사항의 운용
우리 정부입법절차의 경우 예외사항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정부입법절
차에 있어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예외사항이 존재하지만 보다 탄력적으로 운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과 제5항의 예외
사유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상의 “정당한 이유”의 경우, 국
민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접최종 규칙제정 방
식이나 잠정최종 규칙제정 방식에 의할 경우 단 하나의 반대의견이라도 접수되면 고
지·의견진술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거나 공표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두게 된다.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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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4. 통합 의제
미국의 경우 중대한 수정은 기관 내에서 규칙을 발전시키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제정의 초기 단계를 포함하여
다섯 단계별로 개별 행정기관들의 의제를 편찬한 통합 의제를 반년마다 공표하고 있
다. 이러한 통합 의제는 규칙제정의 초기 단계부터 규칙제정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
성과 국민 참여를 진작시킨다. 더 나아가 개별 행정기관들의 의제를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법령에서 규정함으로
써 불필요하게 법령의 수가 많아지고 집행 상 혼란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혼돈과 중복 및 과도한 비용을 감축시키고 예측가능성
과 확실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규제를 단순화하고 조화시
킬 것을 촉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법
제처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의견
수렴의 실질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간의 법령안들이 중복·저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불 수 있다.

5.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의 통합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각종 영향평가 등이 분산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정보규제국에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함께 실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분리하여 규제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
로부터 받고 법제심사를 법제처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심사와 법제심
사가 엄격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규제심사를 받은 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제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규제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다시 규제심
사를 받고 법제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 정보규제국에
의한 법제와 규제의 통합심사는 우리와는 달리 의회 제정 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 평가제
도가 산재해 있는 미국에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심사가 본질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고 있음
을 고려하여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80)
80) 김계홍,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법제, 법제처, 2007. 12, 111면.

- 45 -

6. 규제개혁제도의 정비
미국의 경우 연간 경제에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칙
초안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은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해 상세한 비용편익분
석을 작성하여 정보규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개혁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규제였으며, 중요한 규제들은 정치논리에 가려서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규제개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객관성, 전문성에 관해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도 미국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핵심은 비용편익분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비용편익분석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규제국에서 가급적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비용편익분석을 심사하고 있다. 규칙초안이 경제적으로 중대하
면 정보규제국은 경제 분석을 심사하기 위해 경제전문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또
정보규제국은 심사과정의 하나로서 예산과 관련하여 관리예산처의 자원관리 담당관과
항상 협의를 거치게 된다. 규제개혁심사의 전문성 결여와 규제개혁의 기준미비가 지
적되는 한국에서 미국의 규제심사 운영현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영국
I. 영국의 입법절차
1. 개관
영국의회의 입법과정은 본회의 중심주의이다. 미국과 같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
가의 경우 법률안의 수용·폐기 여부의 결정 및 법률안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 상임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영국의회의 입법과정은 법률안의
기본방향이 본회의의 독회와 토론과정에서 결정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본회의
에서 결정된 기본방향의 한도 내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영국
의회의 입법과정은 각 원에서 보통 5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양원의 입법절차가 동일
하지만 그 권한은 같지 않다. 하원은 재정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에 있어 상원보다
우위에 있고, 상원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은 하원을 통과
한 법률안을 1년간 계류시킬 수 있을 뿐이다. 조세 및 재정지출 관계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 회부되어 1개월이 지나면 상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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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될 수도 있고, 상원에서 발의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의 정부제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된다. 재정관련 법률안의 경우 반드시 하
원에서 발의된다.81)

2. 법률안의 종류82)
영국의 법률안은 통상적으로 그 법안이 제출된 동일 회기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회기는 총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년 단위로 구분된다. 매 회기 많은 법
안이 제출되지만 적은 수만이 통과된다.
가. 적용대상에 의한 분류
공공관계 법안(public bills)은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가장 통상적인 형태의 법안이다. 공공관계 법안은 제출된 동일 회기 내에 통과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특별 동의안(special
motion)이 가결되어야 한다. 개별 법안(private bills)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
용된다. 개별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고 통과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
다. 혼합 법안(hybrid bills)은 공공관계 법안과 개별 법안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
며 드물다. 혼합 법안도 개별 법안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고 통과되
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나. 제출자에 의한 분류
정부제출 법안(government bills)은 각료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이다. 법률
안의 조항들은 집권당의 총선공약을 실현하기도 하고, 매 회기가 개시될 때 정부의
안건을 열거하는 여왕 연설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와 집권당이 대개는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현실로 인해, 정부제출 법률안은 타 법안에 우선하며
통상적으로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일정표가 짜인다. 때로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공식적
으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초안 형태로 소개되기도 한다. 초안 형태의 법안은 하원
의 특별위원회나 양원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일반국민으로부터 증언을 듣기도 하고
개선안을 접수하기도 한다. 일반의원제출 법안(private members' bills)은 정부 각료
나 정당 간부가 아닌 평의원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법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통

81) 유병곤 외, 주요국의 의회제도, 국회운영위원회, 2004. 8, 219-224면.
82) www.parliament.uk/documents/commons-information-office/Brief-Guides/Making-Laws.pdf
(2012. 9. 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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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될 확률은 희박하다.

3. 의회 내 절차
공공관계 법안은 상원이나 하원에 먼저 제출될 수 있지만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양
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제1독회(first reading)를 통해 법안이 상원이나 하원에 공
식적으로 제출되나, 이 단계는 형식적 단계이다. 법안의 짧은 명칭(short title)이 낭
독된 후 제2독회를 제2독회는 법안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주요 목적을 심의하고 표결한다. 제2독회(second reading)에서 의원들은 처
음으로 우려사항이나 수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야당이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표결이 진행된다. 위원회 단계
(committee stage)에서는 상세한 검토가 행해진다. 위원회 단계는 통상적으로 제2독
회가 있은 후 2주내에 개시된다. 하원에서는 공공관계법안 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가 지정되어 의회 외부의 전문가나 이익 단체로부터 증언을 듣는다. 심의
의 대상이 되는 수정안은 위원장에 의해 선별되며 공공관계법안 위원회 위원들만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보고 단계(report stage)에서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재고하
고 결정하게 되며 추가 수정안이 제안되기도 한다. 제3독회(third reading)는 하원이
나 상원에서 마지막으로 법안 전체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
원에서 이 단계는 통상적으로 보고 단계를 마친 후 바로 시작된다. 하원에서는 통상
적으로 법안에 대한 심의는 짧게 이루어지고 해당 법안은 더 이상 수정될 수 없다.
상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보고 단계가 있은 후 적어도 3일간의 개정일이 지난 후에야
제3독회가 개시되며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 최초 제출된 원에서 제3독회를 마치게
되면 법안은 다른 원의 제1독회로 넘어가서 상기한 절차를 되풀이 하게 된다.
【표7】 영국의 의회 내 입법절차 개관
단 계

내 용

제1독회

법률안의 공식적 제출

제2독회

법률안의 일반원칙 토론

위원회단계

법률안의 상세검토, 수정안의 고려, 구두증거 및 서면증거 조사

보고단계

위원회의 수정안 고려, 법안 수정의 추가 기회

제3독회

법률안의 최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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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왕의 승인(royal assent) 및 국왕의 승인 이후(after royal assent)
법안이 양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법률이 되기 전에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계는 제1독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단계이다. 그리고 법률은 즉시 시행
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 시행되거나 장관에 의해 개시명령이 있은 후 시행될 수 있
다. 의회를 통과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은 법률은 대개 국왕의 승인이 있은 후 2개월
이 지나야 개시된다. 법률은 www.legislation.gov.uk에 공개된다. 2009/10년 회기
에 90건의 법안이 제출되고, 이 중 67건의 법안이 일반의원제출 법안이었다. 하원에
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소요된 시간은 총 540 개정 시간 중 126 시간이고, 의회에 제
출된 23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모두 통과되었으며 일반의원제출 법률안은 7건이 통
과되었다.

Ⅱ. 영국의 정부제출 법률안 입안절차
1. 정부입법 현황
영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집권당이 행정부의 기능 뿐 아니라 의회의
심의도 사실상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률안의 대부분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하며 의회는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능
을 수행할 뿐이다. 이처럼 법률안 제출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고 내각책임제 하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는 정부의 불신임
으로 간주되어 내각 총사퇴 내지 의회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정부입법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83)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84)
가. 정부입법 프로그램(Government's Legislative Programme)의 관리
영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의회 각 회기에 최대 30건에 달하는 법안으로 구성된 정부
입법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각 법안은 정부입법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고, 따로 분
리해서 생각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은 의회에 제출된 동일 회기 내에
통과되어야 하며 영국의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에 할당된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
다. 정부입법 프로그램 내 법안 한 개의 의회 처리가 수차례 수정 등으로 장기간 지
83) 송상훈, 영국·스위스 입법계획제도 운영사례, 법제, 법제처, 2007. 5, 71면.
84) Cabinet Office, Guide to Making Legislation, 2012.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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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될 경우 이는 정부입법 프로그램 전체에 대하여 영향이 미친다. 의사·입법 위원회
(Parliamentary Business and Legislation Committee: PBL Committee)는 정부제
출 법안들이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회기 개시 1년 전부터 만반
의 준비를 하여 정부입법 프로그램을 짠다. 의사·입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입법프로그
램에 포함될 수 있는 법안 수보다 2배에 가까운 입법시도를 각 부처들로부터 접수하
게 되는데 이 1년 동안 입법시도를 선별하여 정부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입법프로그
램을 고안한다.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Parliamentary Business and Legislation
Secretariat: PBL Secretariat)은 의사·입법 위원회가 정부입법 프로그램을 전반적으
로 관리하고 지원하며 법적 문제에 대해 각료들에게 조언한다. 입법담당관실(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은 법안기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입안절차
【표8】 입법프로그램 준비절차 개관

회기개시 12개월 전
(4 / 5월)



각 부처에 입법을 시도하도록 요청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에서 정책우선순위와 법안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입법위원회에 추천



내각이 의사·입법위원회의 추천을 고려하여 입법프로그램의 내
용에 관한 잠정적 견해에 도달

회기개시 5-6개월 전



새로 생겨난 법안을 검토. 입법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11 / 12월)
회기개시 1개월 전
(3 / 4월)

의사·입법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내 법안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고려 (이는 몇 번이고 발생가능)



내각이 입법프로그램을 완결지음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안 소관 각료(bill minister)가 법률로 성립될 때까지 책임을
진다. 부처(department)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입안하려는 경우 그에 앞서 녹서
(green papers)를 마련한다. 녹서는 의견수렴보고서(consultation paper)라고 불리
며 이는 부처의 잠정적인 보고서로서 당해 정책에 관한 문제의 배경, 논점, 해결책
등을 제시하여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국민 및 행정기관에 대
하여 당해 부처의 정책 및 정책실현을 위한 입법구상 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녹
서에서 제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백서(white
paper) 또는 영국정부간행물(command paper)이다. 따라서 백서는 공식보고서로서
녹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정리하여 정부의 당해정책 및 정책실
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입법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85) 각 부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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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정부입법 프로그램 내에 자리를 확보하도록 시도하여야 한
다. 다음 회기 개시 12개월 전인 4/5월에 하원 원내총무가 의사·입법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각료들에게 자리확보 요청(bid)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의사·입법위원회는 각
부처의 요청을 우선순위와 준비상태에 따라 평가하여 정부입법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내각에 조언한다. 각 부처는 정부입법 프로그램 내에 자리를 확보하자마자, 해
당 법안관리자(bill manager)와 법안팀(bill team)을 지정해야 한다.
입법절차에는 단체동의(collective agreement)라는 것이 있는데, 단체동의는 두 종
류의 내각 위원회(Cabinet Committee)로부터 있어야 한다. 관련 내각 위원회로부터
는 정책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사·입법 위원회로부터는 법안의 준비와
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 기초를 위한 설명서(drafting instructions)가
입법담당관에게 보내지기 전에 관련 내각 정책 위원회(policy committee)가 법안의
정책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해당 부처는 가능한 한 빨리 이해관계 있는 다른 주된
부처들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 단체동의를 얻기 위해 법안 담당 각료는 적절한 정책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안의 개요를 서술하는 서신을 보내야 하고 이 서신은 위원회 소
속 각료들이 각자의 부처에 도래할 영향을 고려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해야 한다.
이후에는 입법담당관(Parliamentary Counsel)에게 법안초안의 작성을 의뢰한다. 입
법담당관은 각 부처로부터의 설명서에 의해 법안을 기초한다. 법안의 기초는 대개의
경우 입법프로그램 내 자리가 확보되고 정책내용에 대한 단체동의가 있은 후 진행된
다. 이러한 설명서의 목적 중 하나는 입법담당관에게 정책 입안의 숨은 이유들에 대
해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석서(explanatory notes) 초안을 작성하는데,
주석서는 모든 정부제출 법률안과 함께 공표되어야 하고 부처 내 변호사와 입법담당
관과의 협의 하에 법안팀에 의해 그 초안이 작성된다. 또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의 부합 여부가 검토되고, 민간부문, 공무원 조직,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성격의 정부개입에 입법영향평가가 요구된다.
법안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처는 그 행정입법에 대해 어느 정
도의 의회심사가 적절한지 고려해서 그 보고서를 의사·입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안팀은 의회에서의 안건처리전략 및 미디어 대응전략과 일반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
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회제출 준비가 되면 비망록, 주석서, 영향평가서, 유럽
인권협약과의 부합에 관한 보고서, 의회에서의 안건처리전략 보고서, 위임권한에 관한
보고서 등과 함께 법률안이 의사·입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Ⅲ. 영국 정부입법절차에 있어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85) 박영도/홍의표,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12,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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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의 정치적 중립성
하원의장은 하원 자체의 결정으로 개원과 동시에 선출된다. 의장은 비당파적 지위
에서 중립이 요구된다.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 모든 당직을 사임하여야 하며, 불편
부당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하원에서 의장은 토론이나 표결에 참여하
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장은 소모적인 당쟁에서 비켜가며 신속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된다.86) 의장은 의원을 퇴장시키거나 경고할 수 있는 규율권 및 다
양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87)

2. 의회 내 위원회의 조문 심사
의회에서 법률안은 제2독회를 거치고 나서 위원회에 회부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을 거친 후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미국의회의 입법절차와 구분된다. 법
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각 조항에 대하여 세밀히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엄
격한 의사규칙의 적용을 받는 본회의의 토론과는 다르게 위원회에서의 토론은 자유
롭기 때문에 법률안이 세밀하면서도 신속하게 검토될 수 있다.88)

3. 의사·입법위원회의 기능
의사·입법위원회는 내각 위원회 중 하나이다. 내각(Cabinet)과 내각 위원회(Cabinet
Committee)는 영국의 각료들로 구성되며 정부 전반에 걸쳐 구속력이 있는 집단적 결
정을 내릴 권한이 공식적으로 부여된 유일한 단체이다. 이러한 집단적 책임은 일단
결정에 도달하면 각료 개인의 독자적 의견이나 정부 내 개별 조직의 입장과는 상관없
이 정부 전반의 통일 전선(unified front)이 유지되게 한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심의
단계에서는 각료들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도록 한다.89) 의사·입
법위원회는 각 부처와 전체로서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부입법프로그램이
정부의 전반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정부입법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영국에서 정
부제출 법률안은 의회에 제출된 동일 회기 내에 통과되어야 하며 영국의회에서 정
부제출 법률안 심의에 할당된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의사·입법 위원회는 정부제
86) 유병곤 외, 주요국의 의회제도, 국회운영위원회, 2004. 8, 245-246면.
87) 이재철/장지호,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와 의회 민주주의, 영미연구 제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
연구소, 2010, 220면.
88) 이재철/장지호,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와 의회 민주주의, 영미연구 제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
연구소, 2010, 230-231면.
89) www.cabinetoffice.gov.uk/sites/default/files/resources/cabinet-committees-system.pdf (2012.
9. 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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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법안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회기 개시 1년 전부터 만반

의 준비를 하여 정부입법프로그램을 짜고 처리상의 문제 해결책을 구한다. 의사·입
법위원회는 내각을 위하여 정부입법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입법프로그램의 전략적
관리에 관해 내각에 조언한다. 의사·입법위원회는 각 부처의 정책입안·수행을 관리
한다. 의사·입법위원회는 입법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법안 수보다 2배에 가까
운 입법시도를 통상적으로 각 부처들로부터 접수하여 선별하게 된다. 그런데 선별
된 법안이 준비가 미흡하여 제 때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면 이는 선별되지 못한 법
안이 의회에 제출될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의사·입법위원회는 선별된
법안이 회기 개시 시 의회발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기초(drafting)
과정 전반에 걸쳐 각 부처의 준비 상황 및 진행 상황을 엄밀히 살피고 중도에 그만
두거나 차후로 미루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각 부처는 의사·입법위원회에
법률안 초안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처는 정부입법프로그램
내 자리를 요청할 때 의사·입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부처의 입법시도는
의사·입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신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의사·입법위원회는 우선순
위와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입법시도를 평가한 후 입법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내각
에 조언한다. 각 부처는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직전 법안의 최종 텍스트에 대하
여 의사·입법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사·입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률안
제출 전 약 1주일 전에 회의를 열게 되며, 여기에는 법안 담당 각료도 참가하여 주
요 조항과 해당 법안의 편익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법안이 제출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의회 내 처리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았음을 표명한다. 각 부처는 법안 제
출 후 정부 수정안을 상정하거나 야당 혹은 평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의사·입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90)

4. 입법담당관실(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의 기능
종래에는 각 부처별로 각각 법률전문직을 고용하여 해당 부처의 법률안을 기초하도
록 하였으나, 다른 부처의 법률안과의 상호조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제도상의 혼
란을 가져왔기에, 1896년 입법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현재 입법담당관실은 내각처
(Cabinet Office)에 설치되어 있다. 입법담당관실은 약 50인의 입법담당관과 15인의
보조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담당관실은 당초에는 각 부처의 법률안의 기초전문가
와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였으나 제1차 대전 후부터 정부제출 법률안의 기초 작업을
독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집중화에 의하여 입법의 정합성·통일성 및 효율성을 담

90)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과 입법담당관이 모두 해당 수정이 중대하지 않거나 기술적인 문제라고
동의하면 이러한 승인은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들이 상당수가 되면 그 자체로 의결
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입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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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입법담당관실은 정부제출 법률안의 기술적인 형식
과 표현에 책임을 지며 모든 정부제출 법률안은 여기에서 기초된다. 입법담당관실은
입법의 정부통제를 전제로 입법을 위한 면밀한 회기예정표에 따라 법률안을 집중적으
로 기초한다. 그리고 입법담당관실은 정부의 모든 법률안을 기초하므로 각 부처 상
호간의 의견조정을 수행한다.91)

5.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의 기능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은 내각처에 있는 경제·국내문제 보좌관실(Economic and
Domestic Affairs Secretariat: EDS) 산하 조직이다.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은
의사·입법위원회가 정부입법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고 법
적 문제에 관해 각료들에게 조언한다. 영국 의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에 할당된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은 이 제한된 시간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사·입법위원회를 지원한다. 의사·입법위원회 보
좌관실은 의사·입법위원회를 보좌하면서 부처 내 법안팀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법안
준비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각 부처의 법안팀은, 설명서를 입법담당관에게 넘기기로
한 날을 연기한다거나 법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한다거나 갑자
기 위기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즉시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에 이를 알려야 한
다. 이러한 정보는 의사·입법위원회가 다가오는 회기에 대비해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준다.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은 각 부처의 법안 준비에 관한 일정표를 짠다. 의사·
입법위원회 보좌관실은 부처 내 법안팀 및 입법담당관과 만나 설명서가 제때 제출되
었는지, 설명서가 충분한 내용이어서 회기 개시에 법안초안이 완결될 수 있겠는지, 설
명서가 최종 설명서라서 입법담당관이 불필요한 기초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는지 등
을 확인받는다.

6. 사전심사를 위한 초안의 공표
영국정부는 가능한 한 더 많은 법안을 의회에 정식 제출하기 전 위원회에 의한 사
전 심사를 받기 위해 초안 형태로 공표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법안이 아직 용이하게
수정될 수 있을 때 철저한 협의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내에서나 외부에서의
반대의견을 조기에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심사의 대상이 될 법안은 입법프로
그램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입법위원회가 결정한다.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상의 약속을 시행하는 법안이나 실세계의 압력으로 인한 법안은
91) 박영도/홍의표,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12,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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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초안은 영국정부간행물(command papers) 형태로 주석
서(explanatory notes) 및 영향평가서(impact assessment)와 함께 공표된다. 의회
의 사전심사는 여러 형식의 위원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
을 소관하는 각료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해당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증언 청
취는 통상적으로 공개된다. 법안팀에 공개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
하기도 한다. 또한 각 부처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수렴문서
(consultation document)를, 초안 공표전이나 동시에 공표한다.

7.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 공무원 조직,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규제적 성격의 정부개입에 요구된다.92) 영향평가는 문제확인, 목표특정, 목표달
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의 확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의 확인, 각 대안
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 평가, 집행 및 시행 관련 문제들의 고려, 평가 계획 및 선택
된 정책의 평가의 단계로 수행된다. 법안에 대한 영향평가는 발전, 대안, 의견수렴,
최종제안 등 각 입안단계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만약 한 법안에 여러 개의 상이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각 정책마다 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법안의 발전
단계의 영향평가는 정책 문제의 정의, 정부 개입의 정당화, 정책 목적의 확인,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단계의 영향평가서는 공표될 필요가 없으며 대체
로 아직 잠정적인 문건이다. 대안 단계(Option stage)의 영향평가는 대안을 확인하
고 발전시키며 공식적 의견수렴 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대안을 시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때는

최초의

비용편익

추정이 있게 된다. 의견수렴 단계

(Consultation stage)의 영향평가는 고려된 대안들을 확고히 하고 각 대안의 비용
편익을 수량화한다. 최종제안 단계(Final proposal stage)에서는 선호된 대안의 비
용과 편익에 집중해야 한다. 의견수렴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응들은 최종제안을
특징짓는데 기용되어야 한다. 제정 단계(Enactment stage)에서는 의회 절차에서 수
정이 있었을 경우 그 최종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최종제안 단계에서의 영향평
가서를 변경하게 된다. 법이 의회에서 제정되면 수정된 영향평가서가 공표되어야
한다. 심사 단계(Review stage)에서의 영향평가서(Post Implementation Review
Impact Assessment)는 이행된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포착하고 심사 결과 권고
된 정책 목적이나 정책 이행의 수정을 가늠해야 한다. 이행 후 심사 영향평가서는

92) “규제(regulation)”란 그에 위배 시 법률에 저촉되거나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말
한다. MH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 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8, p. 19. 영국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주된 주체는 정부이며, 의회는 그것을 검토하고
법률안 심의에 참고한다. 김준,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입법학연구 제7집, 한국
입법학회, 2010,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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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되어야 한다. 이행 후 심사에 의해 유발된 새로운 정책 발전이나 정책의 변경
은 새로운 영향평가를 촉발시킨다.93) 영향평가서가 공표되기 위해서는 내각의 소위
원회인 규제감소 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제감소

소위원회는

의견수렴

단계를

제외하고는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ory Policy Committee)가 ‘목적에 적합(fit for purpose)’하다고 승인한 영
향평가서만을

검토한다.94)

규제정책위원회는

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 의해 후원되는 독립적 자문 조직이다.95)

Ⅳ. 시사점
1. 분화를 통한 입법계획의 종합·조정기능
영국의 정부제출 법률안 입안절차를 살펴보면 의회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과
를 위해 통상적으로 해당 회기 개시 전 1년간 분화와 분업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안의 정책내용에 관해서는 그와 관련이 있는 내각
위원회에서 그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부처의 각료들이 모여 의견 조정·합의에 들어가
고 그 후 법안의 준비와 처리에 대해서는 의사·입법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이를 의사·입
법위원회 보좌관실에서 지원하고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정책에 대한 관여 없이 법안의
기초를 담당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화와 분업은 의사·입법위원회 및 입법담당
관실에 일종의 중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입법위원회는 개별 법안의 정책내용에
깊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큰 틀에서 정부의 전반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정부 입법프로그램을 짜고 관리하며 정부와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이는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하원의장에게 중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영
국의 의회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또 입법담당관실은 정책에 대한 관여 없
이 법안기초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법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은 해당 부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타 부처에도 이해관계를 가
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제출 법률안을 모두 맡아 집중적으로 기초하는 입법담
당관실에서는 정책에 대한 찬·반 차원에서가 아닌 입법의 전체적 정합성·통일성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도 일정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93) MH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 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8, pp. 10-11.
94) MH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 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8, pp. 15-16.
95) MH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 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8. pp. 16-17. 산업혁신기술부는 영국의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영향평가를
비롯한 규제개혁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입법평가 전문기관 자료집, 한국법
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2011. 7,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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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정부처의 입법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해당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을 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부의 법령안은 정책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
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에 의해 법령
안이 입안된 후 다시 법제처에서 입법체계 및 입법례를 검토하고 조문에 대한 축조
검토 등을 행하게 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입법담당관실에서 각 부처에서 보내온 설명
서에 기초해 초안 작성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며 집중화에 의해 입법의 정합성·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의사·입법위원회 및 입법담당관실의 사전관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부 내의 입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제처가 있으나 법제처는 각 행정부처의 입법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96)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의사·입법위원회가 각 행정
부처의 입법시도의 우선순위와 준비상태를 검토하여 정부입법 프로그램 내 자리를
할당하는 등 입법계획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입법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안으로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계획내용이 법제처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은 확보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법제처에서 입법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을
할 것이 요구된다.97) 또 영국에서 법안을 할당받은 입법담당관은 정기적으로 각 부
처와 연락하여 초안 작성에 관해 상세히 논의한다. 법안 내 행정입법 위임이 있게
되면 의회는 그 통제의 유형과 정도에 주목하게 되고 정부는 왜 행정입법에 위임했
으며 왜 일정한 유형과 정도의 의회심사를 선택했는지 해명하여야한다. 이 점에서
도 입법담당관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 입법담당관이 조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부처
에 보내면 부처에서는 이를 해당부처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타 부처 정책 담당자
에도 회람시킨다. 이들은 때로는 조문 초안의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입법담당관
은 이를 고려한다. 입법담당관은 때로 설명서가 보내지기 전에도 각 부처와 새로운
입안계획을 논의하기도 한다. 입법담당관은 일반적으로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하
지는 않고, 그 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한다. 이러한 사전입안지원
을 제공하는 영국 입법담당관실의 역할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96) 박영도/홍의표,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12,
86면.
97) 박영도/홍의표,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12,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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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협의·조정 및 심사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부처 간에는 법령안에 대한 관점과 이해득실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고 부처이기주의 내지는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법안 구상과 초안
작성 단계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갈등발생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입법위원회로부터 의회제출 승인을 얻기 전
에 해당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부처의 각료들이 모여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
를 것을 요구하고, 입법담당관이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내각 정책 위원회가 법안의
정책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영국의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 영국정부는
가능한 한 더 많은 법안이 의회에 정식 제출 전 위원회에 의해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이 아직 용이하게 수정될 수 있을 때 철저한 협의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내에서나 외부에서의 반대의견을 조기에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법안이 차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을 때 그 통과를 원활하게 한다.

4.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입법계획은 입법부인 국회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국회와의 유기
적인 협력체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회에 의하여 계획내용의 구체적인 시
행을 위한 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여 영국 의사·입법위원회의 구성, 의회 위원회에 의한 사전 심사를 위한 초안의 공
표, 의사·입법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부처에서 의회에서의 안건처리 전략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국회와의 유기
적인 협력체제가 중요시되는 한국의 현황에 비추어, 영국 입법담당관실이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적 입장에서 각 부처와 의회의 연락책이 되기도 하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3절 독일
Ⅰ. 법률의 제정절차
1. 법률안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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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법률안의 제출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에 의해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98)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참의원에 이송되고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이
법률안에 대하여 태도를 표명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참의원이 중대한 이유로 인하
여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간은 9주로 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안을 연방참
의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일 때
3주 후에 또는 연방참의원이 중대한 이유에 관한 요구를 제출 한 경우에는 6주 후
에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연방정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안을 연방의회
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있으면 접수 후 지체 없
이 그것을 연방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연방정부의 견해를 기
재한 의견표명을 작성한다. 연방참의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에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률발안에 관하여 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우위에 있다. 연방의회의원의 경우는 법
률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지만, 연방의회의원 5%에 상응하는 의원의 서명이 있어
야 한다.99) 연방의회의원 제출법률안에 관하여는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적시에 연방
정부의 의견을 구하여, 이를 독일연방의회에 전달한다. 연방행정부서 직원은 연방의
회제출 법률안의 내용상 또는 법형식상의 준비에 즈음하여 소관연방장관의 승인 없
이 협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00) 연방의회의 의원제출법률안은 연방정부제
출법률안과 달리 연방의회제출 전에 연방참의원에 법률안을 송부하여 연방참의원의
의견표명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연방정부가 시간적인 이유에서 연방참의원의 제1독
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여당의원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전회기에서 가결되지 않은 정부법률안이 다음 회기에서 시간절감의 이
유에서 형식적으로 여당에 의하여 입법과정에 편승되는 경우나 연립정당내부에서의
장기간의 대립후에 작성된 타협안을 연방참의원의 제1독회 심의를 회피하여 성립시
키기 위하여 여당이 제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101)

2. 정부제출법률안의 입법절차
가. 입법계획의 수립과 초안의 구상
실무에 있어서는 입법의 계획, 즉 어떤 재료가 법률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해서 수행된다. 대부분 정부의 일반시
정방침에 의거하거나 또는 집행부의 행정의 필요나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요청, 이해
98) 독일 기본법 제76조 제1항.
99)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330면.
100)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101)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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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단체나 독립의 전문가단체의 제안에 의거한다. 정부초안의 작성은 주로 개별 소
관부처의 담당과에서 작성된다. 연방정부의 각 부처는 업문분장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Abteilung) 및 과(Referat)로 구분되며, 정부초안작성의 기본적 단위가 되는 것은
과이며, 담당과에서 초안을 담당하는 자를 참사관(Ministerialreferenten)이라고 한
다. 대부분의 법률작성은 담당과에서 스스로의 주도로 검토가 개시된다. 일반적인 규
정은

없더라도

입법준비에는

입법의

예비작업,

이른바

참사관초안

(Referentenentwurf)의 작성 그리고 최종적인 정부초안의 확정이다.102)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 제안 이유에 ① 법률안 및 그 개별규정의 목표설정 및
필요성, ② 법률안을 기초지우는 사실관계 및 그에 관한 인식근거, ③ 다른 해결법
의 유무 및 사인에 의한 과제의 처리가능성의 유무,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가능성
을 거부하기에 이른 검토경위, ④ 보고의무 기타 행정상 의무 또는 적당한 국가의
감독절차 및 인가 절차를 수반한 인가의 유보를 도입하거나 확장 여부. 또한 이에
반하여 표준적 수범인의 법적 자기의무로서 이들의 도입 또는 확장에 대체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이유, ⑤ 입법의 효과, ⑥ 법률에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가
의 여부, ⑦ 법률안이 법령 및 행정의 간소화를 예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⑧ 법률안
이 유럽연합의 법률에 합치하는가의 여부, ⑨ 현행 법적 상황의 변경 등을 기재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103) 또한 경합적 입법영역104) 또는 대강적 입법영역105)의 법
률안에 관하여는 당해법률안 및 그 중요한 개별규정이 연방법에 의한 규율을 필요
로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대강적 법률의 법률안이 세목에 미치거나 직접적
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예외적 성격에 관하여 이유를 부
기하도록 하고 있다.106) 특히 법률의 본질적 영향으로서 의도된 작용 및 의도되지
아니한 부차적인 작용을 포함하는 입법의 효과에 대하여 각 전문분야를 소관하는
연방행정부서와 협의한 후 행하여야 하며, 재정상의 영향을 측정한다. 그리고 사전
입법평가(Gestzesfolgenabschätzung : GFA)를 통하여 입법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변수들에 관한 후속조치들을 점검한다.107)
나. 초안의 작성 및 병행적 법률평가의 실시
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연방내무부의 ‘법률 및 행정규칙기초입문서(Handbuch zur
Vorbereitung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및 연방법무부의 ‘법 형식입
문서(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8) 특히
102)
103)
104)
105)
106)
107)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1, 56면.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43조 제1항.
독일 기본법 제72조 제2항.
독일 기본법 제75조 제1항.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43조 제2항.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1,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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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연방행정부서는 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초안이 각의결정을 위하여 제출되기에
앞서 준비작업 및 작성의 초기부터 법률안에 관계하는 연방행정부서에 의견을 요청
한다. 초안의 기본법과의 적합성에 관한 법규범의 심사와 기본법의 적용에 있어 의
문이 발생하는 등에는 연방내무부 및 연방법무부는 관여하여야 한다.109) 연방정부
의 법률안은 제출이전에 법체계상 및 법형식상의 심사(법률 심사)를 위하여 연방법
무부에 송부되어야 한다.110) 병행적 법률평가(begleitende GFA)는 법률안 또는 법
률안의 일부가 법형식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일을 한다. 심사와 검토
의 내용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안이며, 병행적 법률평가의 과정에서의 심사
와 검토방식은 장래에 향하여 예측하는 것이다.111)
다.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법안을 작성할 때 연방내각 내부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내지 보고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연방행정부서의 협동에 관한 원칙으로서 복수의 연방
행정부서의 소관영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그 연방행정부서는 연방정부의 조치 및
의사표시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동하도록 하며, 의견표명은 관계연방행
정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다른
연방행정부서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어떠
한 결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112)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초안
이 내각에 제출되기에 앞서 준비작업 및 작성의 초기부터 법률안에 관계하는 연방
행정부서에 관여를 요구하여야 한다. 특별한 준비위원회가 설치되는 가의 여부, 전
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가의 여부, 전문가의 제안이 어느 정도 채용될 것인가의
여부는 관할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진다.113) 연방행정부서는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
는 모든 안건에 관하여 연방내각처에 조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안을 작
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방내각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행정부서는 유럽연합의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관영역과 관련한 안건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기구
또는 기관과 원칙적으로 협의한다. 유럽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방외무부와 협의
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건은 연방재무부와 협의하며, 현재 회계연도 또
는 장래의 회계연도에서 세입의 감소 또는 세출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
치는 연방재무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계되는
108)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109)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45조 제1항.
110)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46조 제1항.
111)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1, 63-64
면.
112)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
113)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1,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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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준비에 있어서는 법률안의 기초에 앞서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차원에
서 설치하는 중앙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안이 ① 경제상의 비용,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거나, ② 단가, 물가수준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가져
올 경우에는 법률안에 관련한 전문분야를 소관 하는 연방행정부서는 관계전문가집
단 및 관계단체, 특히 중소규모의 경제단체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연방경제
기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4) 또한 초안의 기본법과의 적합성에 관한 법
규범의 심사를 위하여 기본법의 적용에 의문이 발생하는 기타 모든 경우에 연방내
무부 및 연방법무부는 관여하여야 한다.115)
라. 전문가의 의견수렴
법안의 예비단계에서는 ‘전문가집단 및 단체(Fachkreise und Verbände)’의 의견
이 중요하다. 이러한 단체는 연방정부 각 부처에 설치되며, 주로 집행부의 전문관청
에 학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임무를 지닌다.116) 이해관계단체의 대표자와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이미 당해소관부처의 관할부서의 참사관초안작성의 예비작업 단계117)
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해관계단체가 입법계획 및 초안작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
무적으로 사회정책적인 의의를 지닌 입법계획을 조기에 공표하고, 법조계의 학문적
토의에 맡긴다는 집행부의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조정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집행부가 관계의 전문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헌법외
의 입법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다.118) 학계 및 이해관계단체와의 공동작업에 의해 작
114)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4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115)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45조 제1항.
116) 입법준비에 대한 제도화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 단체나 이해관계단체가 관료 및 의원의 입
법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사형성에 헌법 외의 방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입
법준비에 대한 이해관계단체의 조언적 협력이다. 비공식이기는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이해관계단체
의 협력은 각부처관료의 차원에서 집행되는 통상적인 업무에서 행해질 뿐 아니라, 의회의 위원회에
서 입법준비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협력은 단순히 이해관계 단체가 일방적으로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도 또한 대립하는 이해의 범위와 중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것을 희망
한다는 점이다.
117) 초안이 각의나 입법기관에 송부되기 직전을 말한다.
118) 이러한 헌법외의 입법과정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1960년이래 존속하는 독립의
제도, 즉 “독일법조회의(Die Deutsche Juristentag)”이다. 이 조직은 법조의 직에 있는 자들의 비정
치적인 단체로서, 그 목표로 표명되고 있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의 검토에 의한 법의 발전
이다. 독일 법조회의는 본래는 단순히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제
도는 오랜 전통가운데 독립한 입법조언자로 발전하여 입법기관의 임무를 장려하고 입법계획작성에
있어서 입법기관을 원조한다. 그러나 학계가 입법준비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것은 독일법조회의만에
의한 것은 아니다. 각 부처의 행정은 이미 법정책적인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의 선별과 사실의
조사에 즈음하여 독립의 학문적 전문위원회를 참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이 점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독일연구협의회)Der Deutsche Forschungsrat)”이다. 이 연구협의회는 행정
상의 제도가 아니라 “독일의 연구를 대표”하기 위한 자율적인 학술기관이다 대개 독일학술의 대표
자로부터 이루어진 이 단체는 입법과 행정의 국가적 조치가 학문적 인식에 의거하여야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조언을 부여할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물론 연구협의회의 제안은 연방
정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연구협의회는 스스로의 제안과 권고가 그때 그때에 어떻게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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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소관부처의 “참사관초안”은 일반적 이익에 관한 계획 또는 특별히 중요한 계
획이 취급되고 있는 한 보통은 공개되어 모든 관계단체의 전문적 의견을 듣는다.
입법계획에서의 이 공개토의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므로 학문적 공
개성이 입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일컬어질 정도이다. 이들의 전문적 비
판은 정부안작성 전에 모든 관계단체에 작성된 법률안에 존재하는 곤란한 그리고
자주 다투어진 문제에 관한 태도를 결정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차원에서 설치
되는 중앙 · 연합조직 및 전문가집단에 의한 적절한 관여에 관하여는 법률안의 초
안을 중앙 · 연합조직 및 전문가집단에 가급적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계연방
행정부서의 하나의 개별의견이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방행정부서와 합의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마. 법체계상 및 법형식상의 심사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결정을 위하여 제출되기 전에 법체계상 및 법형식상의 심사
(법률심사)를 위하여 연방법무부에 송부되어야 한다. 또한 분량이 많은 법률안을 송부
할 경우에는 심사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심사 및 검토를 위하여 연방법무부에 충분
한 시간을 부여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각의안의 준비 및 법률안의 확정
법안 및 첨부서류가 완료되면 연방내각처(Bundeskanzleramt)는 문서에 의한 각의
안으로 준비한다. 각의안에는 ① 사실관계의 간결한 설명 및 의안의 제안이유, ② 결
정형식(연방정부직무규칙 제20조), 각의에서 구두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가의 여
부 및 결정을 얻는데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한 지시, ③ 관계연방행정부서 및
그 관여의 결과에 관한 보고, ④ 단체의 관여결과, 특히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제안중
중요한 것의 설명, ⑤ 관여한 주정부, 당해관여의 결과 및 특히 연방참의원의 절차를
실시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관한 보고, ⑥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연방정부수탁자 및 연방수탁자의 의견표명, ⑦ 연방각부공
동직무규칙(GGO) 제4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결정안의 실시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정상 영향 등을 기재한 첨부서를 포함한다.119)
첨부서에는 부록으로 연방정부공보관을 위한 결정안 및 회견메모를 첨부하여야 한
는가를 추후 검토할 수 있다. 관할의 연방관청이 연구협의회의 제안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의 이유
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비교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연구소의 감정도 구한
다. 나아가 장기간에 이르는 입법계획에서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전문가의 위원회가 설치된
다.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1, 73-74
면.
119)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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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정부직무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실패한 경우에는 이를 각의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쟁점은 해결안과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다른
해결안을 주장하는 연방행정부서는 주무연방행정부서에 대하여 각의안에 게재할 원
고를 송부한다.120)

3. 의회에서의 심의·의결절차
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연방의회는 적당한 기간내에 법률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에서는 연방의회에서의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연방의회의 심의(Verhandlung)는 공개
한다.”라는 일반규정 외에 독일 기본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서 의결된다(beschlossen)”라고 규정할 따름이다. 따라서 연방의회에서의 법률안의
제출과 독일 기본법 제77조 제1항의 법률의 의결사이의 입법절차는 연방의회의사
규칙(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GO)에 의한다.121) 연방의회
에 의한 독회는 의사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
에 개시된다.122) 법률안은 연방의회에서 3독회로 처리된다. 그러나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입법사항에 관계하는 외국과의 조약과 유사한 조약(독일 기
본법 제59조 제2항)은 2독회로 할 수 있고,123) 추가 예산안은 1독회에서 최종적으
로 처리할 수 있다.124) 제1독회에서는 총론적 심의를 한다. 우선 법률안의 제출권
자에 의한 법안의 취지설명에 이어 각 교섭단체의 총괄적 의견이 개진된다.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토론을 진행하고, 장로회,
원내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의원 5%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독회에서 일반토
론(allgemeine Aussprache)이 행해진다.125) 제2독회는 일반적으로 제1독회의 종료
후 2일 정도 시작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가 제2독회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경우
에는 위원회보고서의 배포후 2일 후에 시작한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 또는 연방의
회의원 5%의 동의로 연방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의 다수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독일 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것으로 선언
된 법률안의 경우 연방의회의원 과반수로서 기간의 단축을 의결할 수 있다.126) 제3
독회에 해당하는 본회의에서의 심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입법과정이 종결된다. 본
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찬반투표를 통하여 법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1, 85면.
연방의회의사규칙(GO) 제78조 제5항.
연방의회의사규칙(GO) 제78조 제1항.
연방의회의사규칙(GO) 제95조.
연방의회의사규칙(GO) 제79조.
연방의회의사규칙(GO) 제81조 제1항.

- 64 -

률로 의결되거나, 아니면 의장이 다시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법안을 회부
하고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안 전부에 대한 재심의가 행해지는
것이며 법안의 일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27)

4. 법률안의 공포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은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
에 공고 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
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 된다.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규정해야 한
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일의 경과 후 14일째에 효
력을 발생한다.128) 최근의 입법통계를 보면 연방의회의원이나 연방참사원에 의해
발의된 법률안 수보다 연방정부의 법률안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방제출
법률안의 경우 가결율이 높은 반면 연방의회나 연방참사원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의
가결율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Ⅱ. 시사점
1. 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준수상황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의 자세한 규정들을 실제로 엄격히 준수하고 적절히 실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지 아니한 관료주의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도 당연하다.
이 경우에도 규범과 현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1월에 연방의회에 제출된 연방정부 제출법률안을 보면
이들 가운데 두개의 법률안만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두개의 법률안은 최소한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법률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대상
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규정을 심각하게 받아들
였다면 내각에 의하여 결코 의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129)

2.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의 기준을 통한 규제법령심사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정비 작업은 정책과 법제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규제정책
127)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10, 108면.
128) 독일 기본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129) 성선제,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1,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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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이 어떠하든 규제개혁 법제상의 정책조정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기준과 원칙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130) 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
의 경우, 당정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므로 특히 중요한 입법의 경우 개인 의원이
입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독일도 프랑스처럼 규제입법의 형성과정에서 의회보다
는 정부제안 입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규제개혁의 임무는 의회보다
는 행정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진다.131)

3. 입법에 대한 평가
독일연방은 연방법무부와 내무부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법령정비의 목표는 ‘적고 단순하면서도 효과성과 효율
성이 있는 법률’을 입법하자는 것이다.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평가는 현대국가의 과
잉입법과 입법적 비체계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입
법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는 지나치게 계량적이
고 부분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입법의 효과를 예측하여 법령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132) 또한 2006년에 새로
이 설치된 국가규범평가위원의 업무와 특징도 관찰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
다.133) 사전평가에서는 규제의 구상단계로써 모든 사항의 항목을 고려하여 규제 대
안을 제시하고, 병행평가에서는 규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후평가 단계에
서는 법의 목적과 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를 하게 되며 특정 목적이나 영향
을 미치게 될 때 사후평가를 적용한다. 연방정부에서 법률안 초안 작성시에 법률의
지속가능성과 법률안 준수비용과 제정적 비용, 성별의 차이에 관한 사전평가를 한
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 3-5년간 법안준수비용을 비교 한 후 사전평가에
적용한다.

제4절 일본
Ⅰ. 일본의 입법과정

130) 김유환,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서, 법제처, 2007. 11, 78면.
131) 김유환,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서, 법제처, 2007. 11, 78면.
132) 홍완식, 독일의 입법평가 –독일 국가규범통제원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제1호, 2009, 50면.
133)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10,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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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안의 제출
가. 내각제출 법률안
최초의 입안기획은 각 성청의 담당과에서 맡게 된다. 입안 기획후 성청내의 사전심
사를 받게 되는데, 관방총무과에서 성내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기획안에 대한 심사와
성내 조정사무차관이나 대신에게 기획안을 설명한다. 이후, 내각법제국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내각법제국 심사의 최종단계에서 여당심사를 거친다. 사무차관회의에 법률안
을 회부하여 각 성청의 의견을 조정을 거친 후, 내각관방에 회부한다. 내각법제국 장
관은 법률안의 개요를 각의에서 설명하고, 각의에서 결정되면 내각총리대신이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한다.
나. 의원제출 법률안
의원제출 법률안의 필요조건으로 중의원의 경우 일반법률안은 2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수반 법률안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발의가 가능하
다. 참의원의 경우는 일반법률안은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수반 법률
안은 2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에 이유서를 첨부하고, 찬성
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에는 법률시행에 필요한
경비명세서를 첨부한다.
다. 위원회 제출 법률안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은 사전에 내각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법률시행에 필요한 경비명세서를 첨부한다.

2. 법률안의 회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
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의자 또는 제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
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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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제출자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 표결과정이 이루어진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된다.

4. 본회의 심의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질의토론, 표결

5. 타 의원에의 송부
한 의원에서 먼저 법률안을 의결한 때에는 이를 타 의원에 송부한다.

6. 법률의 성립
양 의원에서 모두 의결해야 법률로 성립한다. 법률의 성립은 중의원의 권한이 참의
원에 우선한다.

7. 공포
법률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해당 법률안은 실질적으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은 관계대신의 서명과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 후 천황이 공포한다. 마지막 의결
한 의원의 의장이 내각을 경유하여 천황에게 제출한다. 천황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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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각제출법률의 입법절차
1. 내각제출입법의 기획입안
내각입법의 최초의 기획입안은 각 성청의 담당과에서 이루어진다. 초안은 계장이나
과장보좌급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에서 협의하면서 안을 작성한다. 국내(局內)
에 프로젝트팀을 편성해서 기안하는 경우도 있다. 국장 등 간부가 서명하고 협의하여
초안을 수정한다. 법안은 내각법제국에서 심사요청하기 전에 성청내 사전심사로서 관
방총무과에서 성내심사를 담당하는데 심사와 함께 성내조정을 행하고, 이들 단계를
거쳐 사무차관이나 대신에게 설명된다. 각 성청에서 작성된 법률안은 내각법제국이
심사한다. 내각법제국의 주요한 업무는 법률문제에 관해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 각
성대신에게 의견을 말하는 ‘의견사무’134)와 각의에 부의된 법률안, 정령안, 조약안
을 심사하는 ‘심사사무’로 분류된다.135)
내각법제국은 내각제출 법률안이 각의에 부의되기 전에 심사사무를 행한다. 법률안
심사는 본래 그 법률안에 관련된 소관성청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된 각의
청의서(閣議請議書)136)를 송부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각의결정 후에 심사를
개시해서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적으로는 소관성청의
의견이 정리된 시점의 안에 대해 이른바 예비심사의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을 취하
고 있다. 내각법제국의 예비심사가 최종단계에 이르게 되면 여당내부의 이른바 ‘여
당심사’를 전후해서 ‘사무차관등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하여 각 성청의 의견을 조정
한 뒤 양해를 받아, 소관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게 국회제출에 대한 각의청의
(閣議請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것을 접수한 내각관방이 내각법제국에 동 청의안
을 송부한다. 내각법제국은 예비심사에서의 심사결과도 참조하여서 최종적인 심사
를 하고, 필요하면 수정한 뒤 내각관방에 회부한다. 각의청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의에서 내각법제국 장관이 그 개요설명을 하고, 이의없이 각의결정이 이루어지면
내각총리대신이 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심사란 헌법이나 법률에 그 근
거가 없지만 내각제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사전에 그 법안에 대해 여당의
양해를 얻는 것이다. 각 성청은 사전에 여당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국회에 법안제

134) 의견사무는 먼저 법령을 소관하는 성청의 법령해석에 관해 각 성청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나, 관
계성청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요청에 따라 그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다. 적어도 행정내
부에서는 의견표명 시에 필요한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도 검토하고, 국회에서 헌법이나 각종 법률의
해석 등 법률문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135) 민병로, 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183면.
136) 각료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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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할 수 없다. 내각제출 법률안은 각 성의 협의를 마치고 내각법제국의 심사를
거쳤다하더라도 여당심사라는 절차를 사실상 거치도록하고 있다.137)

2. 내각제출법안의 기획입안작업의 전체 스케쥴
가. 각년도에 행정부의 업무흐름과 법률안의 기획입안작업의 연간스케쥴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년 활동사이클 하에 움직인다. 법률안의 기획입안도 기본적으
로는 년도단위의 작업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즉, 내각제출법안의 기획입안은 특정의
시책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행해진다. 시책의 실시에는 입법조치 즉, 예산상·
세제상·조직정원상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각 년도에 있어서 예산조직정원세제 등에 관한 행정부의 업무의 흐름과 통상국회
(헌법 제52조의 통상)에 제출을 예정하는 법률안의 기획입안작업의 흐름에 대해서 대
략의 스케쥴은 다음과 같다. 다만, 2008년 9월 정권교대후 신정권 하에서의 내각제출
법안의 기획입안과정이 확립한 것에 반해,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생길 가능성
이 있다. 이것은 주로 차기통상국회에 제출되는 전체 법률안에 해당한다.
(1) 년도당초(년초~8월까지)
각성청내의 차년도 신규정책의 검토를 개시하며, 예산상·세제상·조직정원상의 필요
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입법조치에 대해서 검토한다.
(2) 7월 하순
차년도 예산으로 요구액을 결정한다.
(3) 7월중순부터 8월 중순
각 성청 내의 차년도 신규시책 관련법안 중에서 특히, 차년도 예산 개산요구에 관
련한 법률안을 종합한다.
(4) 8월하순
예산관계법안에 대해서 정무삼역(대신,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 회의를 개최한다.
(5) 8월 31일까지
예산·조직정원·세제에 관한 사항을 요망한다. 즉, 차년도 개산 요구서를 재무성에
제출할 것을 포함해서 개산요구서에 포함될 사항에 관계되는 법률안(예산관계법률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에 한하지는 않는다)을 요구하는 담당부처 및 내각법제국에
제출한다.
(6) 9월 20일 까지
137) 연립정권하에서는 각 당이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여당 각 당이 모여 여당정책 책임자 회의
에서 협의ㆍ조정 뒤에 결정하여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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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통상국회제출예정 법률안 전체의 리스트(「건명ㆍ요지」라고 부른다. 다만,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예산의 조정 전에도 최종적으로 법률안으로 된 국회에 제출여부는
유동적)를 내각총무대신에 제출하고 이를 내각법제국에 송부한다.
(7) 9월 20일까지
차기 통상국회 제출예정 법률안 개요를 내각법제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각 성청
이 내각법제국 참사관에게 설명한다.
(8) 10월 이후
법률안의 내용이 거의 정해진 것에서 내각법제국의 예비심사를 개시한다. 예산관계
법률안 이외의 법률안은 10월중에 예산관계 법률안은 차년도 예산개산각의 결정 후
빠르게 내각법제국의 예비심사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9) 12월중하순
차년도 세제개정 개요 결정, 차년도 예산개산 각의 결정, 조직정원개정안에 입각하
여 법률안 제출시기 및 건명·요지의 내용을 갱신하고, 내각총무관실·내각법제국에 제
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10) 12월하순
차기통상국회에 제출예정인 법률안개요에 상기(7)번의 차기 통상국회 제출예정 법률
안개요의 내용을 갱신하여 내각법제국 참사관에게 설명한다. 더불어, 내각법제국 참사
관은 내각법제국 부장에게 설명한다.
(11) 각성청문서과장등회의전일까지 법률안제출시기조정, 건명ㆍ요지를 공문서로 내
각총무관실에 제출.(내각법제국에도 제출됨)
법률안제출시기조정의 「제출관계」란에는 「A」(제출확정), 「B」(제출예정), 「C」(제출여
부검토중)각각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B」는 실제로는 쓰지 않는다. 「A」로 하
기위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요해가 전제가 된다.
(12) 1월 상순(1월에 내년도예산안의 개산각의가 있을 때는 익일 또는 익일의 익일)
각성청문서과장등회의가 개최된다. 이것은 내각총무관실의 각성청문서과장등으로부
터 청문한다. 예산관계법률안이나 「히기레(日切れ)」법안인지 아닌지는 성립희망시기에
따라 결정되며, 선의(先議)희망의원, 제출의 확실도, 타 부성과의 공통관리의 가능성,
관계방면에서의 조정의 상황, 심사의 난이도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13) 각성청문서과장등회의의 익일또는 2~3일후
내각법제국간부회(내각법제국장관, 내각법제차장, 각부장, 총무주간)에서 법률안심사
를 담당하는 각부의 부장으로부터 차기통상국회제출예정법률안개요에 대해 설명된다.
(14) 1월중순
여당의 국회대책위원회에서 법안설명회가 중참각각에서 개최되고, 담당부성이 통상
국회제출예정법률안에 대해서 건명ㆍ요지에 의해 설명한다.
(15) 1월 하순(각성청문서과장등회의의 2~3주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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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각 명칭을 기재한 내각제출 예정 법률안 등 건명·요지서가 각의에서 배포
되어, 내각제출 예정 법률안이 안건으로 확정된다. 또 중의원·참의원의 의원에게 배포
한다.
(16) 빠른시일 내에 중의원·참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이사이사회에서 내각관방장관
또는 내각관방부장관이 이 내각제출 예정 법률안 등의 건명·요지서를 함께 제출예정
법률안 등의 총수 등에 대해서 발언한다.
(17) 1월 하순
통상국회를 개회한다. 통상국회는 1월중에 소회를 여는 것을 관례로 한다.(국회법
제2조. 회기는 150일간, 동법 제10조).
(18) 1월 하순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19) 국회제출기한을 목표로 해서 개개의 법률안의 입안작업을 해서 각의결정을 통
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안의 국회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예산관계 법률안은 예산안
의 국회제출로부터 3주간이내, 예산관계 법률안 이외의 법률안은 그 후 4주 이내에
각의결정을 행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한 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내각결정의 예정일을 명시하여 지연
에 대해 각의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제출예정법률안의 등록과 등록의 취하
법률안제출시기조정의「제출관계」란에 「A」(제출확정), 「C」(제출여부검토중)의 별도로
명시하여 내각제출예정법률안등건명ㆍ요지서가 각의에 배포되고, 중의원ㆍ참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내각관방장관 또는 내각관방부장관이 발언하고, 내각제출
예정법률안건명ㆍ요지서가 중의원ㆍ참의원의 의원에게 배포되어 「A」로 된 법률안은
그 통상국회에의 제출예정법안으로서 등록된다.
다. 선의원(先議院)의 결정
어느 법률안을 중의원선의로 할지 참의원선의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의향은 국회에 전해진다. 선의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순
서로 행해진다.
(1) 각성청문서과장등회의에 있어서 문서과장등으로부터 내각총무관실에 대해서 참
의원선의를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여당의 국회대책위원회의 법안설명회에 있어서 담당부성이 국회대책위원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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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서술한다.
(3) 여당의 국회대책위원회등에서 선의원을 결정한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결정된
다.
(4) 중참의 의원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정부가 발언한다.
라. 「히기레(日切れ)」법안 등의 결정
어느 법안 등이 ‘히기레(日切れ)’138)ㆍ‘히기레아츠카이(日切れ扱い)139)’ 또는 ‘기
간한정(期限切れ)’140)인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된다.
(1) 각성청문서과장등회의에서 미리 법률안제출시기조정 및 건명ㆍ요지를 표시함에
따라서 문서과장 등으로부터 내각총무관실에 대해서 ‘일시’ 등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
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한다.
(2) 여당의 국회대책위원회의 법안설명회에서 담당성청이 국회대책위원회등에 희망
을 설명한다.
(3) 각성청으로부터 내각총무관실에 “‘日切れ’141)ㆍ‘日切れ扱い142)’ 또는 ‘期限切
れ’에 대해서”라는 것이 제출되고, 내각총무관실이 취합하여 여야당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의 여당측의 설명메모로서 제출한다.
(4) 여야당국회대책위원장회담, 의원운영위원회이사회 등에서 여당측으로부터 야당
측에 제안되고, 여야당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마. 중요 광범위 의안의 제정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여야당국회대책위원장회담, 의원운영위원회이사회
등에서 중요 광범위 의안으로 지정되는 것이 있다. 법률안이 중요 광범위 의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서 취지설명과 그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요구된다.

138) ‘3월말에 현행법이 실효하는 것’으로 특정의 기일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
는 법률안. 년도의 종료와 함께 실효하거나 폐지가 되는 한시법등이 해당된다. 적자국채의 발행을
규정하는 특례공채법이나, 수입품에 들이는 관세율을 나타내는 관세잠정조치법 등이 있다.
139) ‘법률안의 성격상 3월말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년도말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법안. ‘어린이 수당에 관한 법’ 등이 해당된
다. 이러한 법안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심의를 하여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140) ‘4월 이후, 회기 중의 특정의 시기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지장을 초래하는 것’
141) ‘3월말에 현행법이 실효하는 것’으로 특정의 기일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
는 법률안. 년도의 종료와 함께 실효하거나 폐지가 되는 한시법등이 해당된다. 적자국채의 발행을
규정하는 특례공채법이나, 수입품에 들이는 관세율을 나타내는 관세잠정조치법등이 있다.
142) ‘법률안의 성격상 3월말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년도말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법안. ‘어린이 수당에 관한 법 등이 해당된
다. 이러한 법안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심의를 하여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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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임시국회에서 내각제출법률의 기획입안스케쥴
예산편성 등 연간사이클의 행정부 활동 중에서 주로 통상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에
대한 스케줄이 표시된다.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률안심의를 행하지 않고 법률안은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보정예산안이 제
출되어 그 보정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나 여러 특정의
정치과제를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그것에 관련한 법률안이 제출한 경우에 그 타
특별히 필요가 요구되는 때는 임시국회에서도 법률안이 제출된다.
사. 통상국회에서 진행하는 특별국회에 있어서 내각제출법률의 기획입안의 스케쥴
중의원의 해산후에 소집되는 특별국회(헌법 제54조 제1항, 국회법 제1조 제3항의
특별회)는 원의 구성에 관한 절차나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등을 하고 단기로 개회하는
것이며, 내각이 법안을 제출할 여유는 없다. 다만, 중의원의 해산에 의해 통상국회가
소집되는 것 또는 단기로 개회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국회에 대신하여 소집되는 장
기로 열리는 특별국회에 있어서는 통상국회와 같은 스케줄이나 절차로 된다.

3. 개개의 내각제출 법률안의 기획입안작업
예산·세제개정·조직 개정 등의 정부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 된 후, 예년 1월 이
후에 시행하는 개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기획입안작업의 실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
만, 반드시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중복적으로 행할
수 있다.
가. 각 성청내부의 작업
(1) 소관부국에서의 원안 작성
(2) 심의회 등
법률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일수록 관계자간의 이해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가 많다. 이때에 중립적 입장의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혹은 조정을
하는 장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회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면, 심의회에 대해서 대신의 자문이 행해져, 이것에 따라서 심의의 결과를 정리
한 답신이 나오게 된다. 그 답신을 받아서 새로운 시책이 기획입안되고 그 시책의 실
현에 필요한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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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성(府省)내관계부국과의 조정
(4) 예산담당부국과의 조정ㆍ조직담당부국과의 조정
(5) 인용법령조회
법률안에서 개폐를 하는 것이 예상되는 현행 법률의 조항 또는 어구(語句)가 현행의
다른 법규정 중에서 인용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법률
에 있어서(그 부칙에 있어서 당해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관례) 조항의
이동이나 어구의 변경 등, 필요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검색 시스템도 이용되고, 인용의 유무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소관하
고 있는 성청이 그 책임에 있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6) 관방문서과 등에서의 심사
당해부성의 문서과나 총무과 등의 법제담당부국에 의해 자구를 포함하여 법률안이
법령으로서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수정이 있으면 행해진다.
나. 내각법제국의 예비심사
내각법제국은 각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심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내각의 보좌기관이
며, 내각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그 법체계와의 정합성, 법률사항의 존부 및 적부, 조문
표현의 정밀조사 등의 심사를 한다.
다. 정부 부내에서의 법령협의
(1) 재무성 사전협의(예산관계)
예산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조문심사 전에 적어도 부장설명을 종
료전에 재무성과의 협의를 완료한다.
(2) 법무성 사전협의(벌칙관계)
벌칙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조문심사전, 적어도 부장설명종
료 전에 법무성(형사벌에 대해서는 형사국, 민사벌(과료)에 대해서는 민사국)과의 협의
를 완료한다.
(3) 법무성 사전협의(등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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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조문조사의 전에 적어도 부장설명의
종료전에 법무성민사국과의 협의를 완료한다.
(4) 총무성 사전협의(행정관리관계)
조직의 신설·개폐, 소장사무, 독립행정법인의 신설, 규제신설, 행정절차법ㆍ행정불복
심사법의 특례 등에 관계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조문심사의 전에, 적어
도 부장설명 전에 총무성 행정관리국과의 협의를 완료한다. 또한, 이러한 사전협의에
관계되는 사항 중에는 각의청의에서의 공문서에 의해 협의를 요구한다.
(5) 법률안에 그 소관사항을 포함한 성청과의 사전협의
타 성청의 소관사항을 포함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조문조사 전, 적어
도 부장설명종료 전에 당해 성청과의 협의를 완료한다.
(6) 각서 등에 의해 사전협의를 약속한 성청과의 사전협의
각서등에 의해 당해법률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는 것으로 한 성청에 대해서는 내
각법제국의 조문심사전, 적어도 부장설명 종료 전에 당해 성청과의 협의를 완료한다.
(7) 각성청과의 절충·정비
각 성청의 의견을 절충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비를 한다. 어느 성청과의 절충의 결
과를 정비한 경우는 당연히 내각법제국의 이해를 얻는 것과 동시에 다른 성청에 재차
협의를 해야 한다.
라. 각 정당에의 설명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당에 필요한 설명을 한다. 더불어 법률안에 관계
되는 정책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등의 중요한 고비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많다. 2008년 9월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에서는 법률안에 대해서
각의결정전에 소관부성의 정책회의 등에 있어서 여당의원에 대한 설명을 행하고 최종
적으로 정무삼역이 결정한다. 연립여당의 경우에는 각 여당의 승인 및 연립여당간 협
의기관의 승인을 요한다. 그리고 야당에게도 설명한다.
마. 각의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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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대신이 법률안에 대해서 각의를 요구한다. 주임 대신이 복수이면 전술한 것과
같이 공동청의로 된다.
 각의청의 이용자료 준비143)
 법률제출안의 각의청의의 결재
 내각총무관실에의 설명, 각의청의서,자료제출
바. 내각법제국의 심사
주임대신이 각의청의하는 법률안은 내각총무관실에서 내각법제국에 송부되는 것으
로 내각법제국은 이것을 심사상, 그 의견을 붙이고 재차 내각총무관실로 회부한다.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가 끝났으므로, 통상은 내각법제국장관명으로 「청의대
로 각의결정상 국회에 제출되어도 좋다고 인정하는 법률안 제안대로」라고 하는 의견
을 붙여서 각의에 진언한다. 차제에 법기술적으로 봐서 부적당한 것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하는 곳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내각법제국이 그것을 수정하고(‘직
권수정144)’이라고 부른다), 「제안대로」가 아닌 「제안에 덧붙인 대로」로서 진언
한다.
사. 각의
법률안제출에 대한 각의결정 절차이다. 각의는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으로 구성
되어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내각법제4조 제2항). 각의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의운영상의 서무등에 종사하기 위해서 내각관방부장관(정무담당 및 사무담당) 및 내
각법제국장관이 배석한다. 각의에 참석을 요구하는 등 각의에 관한 사무를 지휘하고,
의사의 진행ㆍ정리를 하는 것은 주재자인 내각총리대신의 의견을 받은 내각관방장관
이다. 또,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각법제국장관이 설명한다.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
일 오전 10시(국회의 회기 중은 오전 9시)에 총리대신관방각의실(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의사당내의 각의실)에서 열리는 것이 정례이다. 이 정례각의 외에는 필요에 의해
서 임시각의가 열린다. 법률안은 각의에 제출되어 국무대신의 심의에 있어 전원일체
에 의해 결정된다.
아. 여당국회대책위원회에의 설명

143) 각의청의용자료로서의 법률안(본문 및 이유)은 독립행정법인국립인쇄국에 발주하여 인쇄하고,
「穴なし法案(흠결없는 법안)」이라고 불려지는 綴じ穴(문자 또는 맞춤법의 흠결)이 없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
144) 직권수정이 있는 경우 각의결정되는 것은 당연히 그 수정후의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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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에 있어서 국회제출이 결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으로서 그 각의결정일에
여당국회대책위원회에 설명한다.
자. 국회제출
법률안에는 내각총무관실에 있어서 「각법 제00호」의 형식의 법률안번호가 부여된
다. 「각법」은 내각제출법률안에 있는 것을 표시한다. 번호는 제출순으로 동일의 제출
에 대해서는 중의원선의, 참의원선의의 순서로 각각의 각의결정순으로 한다.
각의결정 당일 또는 다음날에 내각관방총무관실에서 선의원의 사무국(의사부의안과)
에 내각총리대신명의로 제출문과 인쇄된 법률안이 제출된다. 또, 선의원에의 제출로부
터 5일이내에(국회법 제58조. 실제는 선의원에의 제출후 신속하게), 후의원에도 내각
총리대신명의의 예비송부문과 인쇄된 법률안이 제출된다.
중의원ㆍ참의원 모두를 선의원으로 하는가는 다음145)과 같다. 예산관계 법률안이
나 각 성청 설치법안 등은 중의원선의가 관례가 된다.

4. 내각입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역할
가. 심의회 등
심의회는 내각부, 각성청, 지방자치체등의 행정기관에 설치된 합의제의 기관이며,
학식경험자등에 의해 구성되어 이들의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중요사항에 관해 조사
심의, 불복심사 그 외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주관하는 것이다.
법률, 정령 또는 조례에 그 설치근거가 있고, 국가의 경우는 내각부 설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54조에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명칭은 물론 심의회라
고 말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는 위원회, 심사회 또는 조사회라고 말하는 것들을
「심의회 등」이라고 총칭된다. 심의회등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그것이 「합의제의 기
관」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경우에는 심의회등은 법률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
에 있어 설치되는 것이다. 셋째, 심의회 등은 학식경험자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정책의 기획입안이나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 통상의 행정

145) [선의원의 결정] 어떤 법률안을 중의원선의로 하는가 참의원선의로 하는가는 당연히 국회가 결
정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의향은 국회에 전해진다. 선의원의 결정은 다음과같은 순번으로 행해진
다.
1) 각 성청 문서과장 등 회의에 있어서 문서과장 등에서 내각 총무관실에 대해서 참의원 선의를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여당의 국회대책위원회의 법안설명회에서 담당부성이 국회대책위원회 등에 희망을 표시한다.
3) 여당의 국회대책위원회 등에서 선의원을 결정한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으로 결정한다.
4) 중참의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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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문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또, 그것
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중립성 입장에서 행정처분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해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지적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
의회등의 총수는 115개(2010년현재)이며, 각심의회등의 위원수는 원칙적으로 20명 이
내이지만, 예외로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 필요에 응
해서 임시위원, 특별위원,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나. 법무성의 「법제심의회」
법무성에는 법무대신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제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법제심
의회는 법제심의회령146)에 의해 조직된다. 법제심의회는 국가행정조직법상에서는
다른 심의회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8조의 「심의회등」에 속하는 것이 된다. 중앙성
청등개혁(평성13(2001)년 1월 6일 시행) 전의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147)에서 정하
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중앙성청등 개혁전의 법무성조직정령제62조 1항에서는 법
제심의회의 소장사무를 「법무대신의 자문에 응해서 민사법, 형사법 그 외 법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심의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구노동성소관의 「중앙노동기준심의회」(노동,사용, 공익의 3
자구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심의회는 “기본적 법제의 입안작업을 행하
는 일종의 입안준비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5. 중앙성청개혁과 내각제출입법에의 영향
「중앙성청개혁」이 평성13년(2001년) 1월 6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전후형행정시스템
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개인을 기초로 하여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형성함과 동
시에 21세기형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혁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개
혁은 기존의 정치ㆍ관료 관계의 개혁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법무
성의 개혁과 법제심의회의 개혁이 있다.

146) 소화24년(1949년) 5월 31일 정령등 135호.(평성12년 6월 7일 개정ㆍ동 13년 1월 6일 시행).
제1조 법제심의회는 위원25인 이내로 조직한다.
제2조(위원) 위원은 학식경험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회장) 심의회에 회장을 둔다.
2 회장은 심의회의 위원의 호선으로 법무대신이 지명한다.
3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147) 「제3조의 국가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장사무의 범위내에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하는 것
에 의해 중요사항에 관한 조사심의, 불복심사 그 외의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
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주관하게 하기 위한 합의제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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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관련법의 제안이유 중에서 ‘부성의 재편성과 행정의 정합성의 확보’가 있다. 우
선, 이 시점에서 법안입안에 관한 법무성소관사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면, 새
로운 법무성설치법148)에서는 법무성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동법 제3
조) “법무성은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 보호, 국가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와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149)
법무성의 임무와 소장사무에 대해서 이전의 법문을 정비하고 명확화 하였다. 법무
성의 ‘입안사무’에 대해서도 ‘기획’과 ‘입안’을 나눠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법제심의
회에 대하여 기존에는 ‘법률학자주체의 전문능력제공의 장으로 세워두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개혁을 통하여 해결되었다. 법제심의회의
조직에 대해서 개혁이 실시되어 위원은 20인 이내이며, 그 중의 반은 학자가 아닌 사
람들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150)
한편, 민사국에서는 입안전문스텝을 평성13년부터 대폭으로 강화했다. 통산관료나
변호사도 증가하여 약 5년간 민사법의 개정에 일조하였으며, 이것에 의해 필요한 전
문능력의 조달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화의 방침 하에서 그 증
원문제를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는가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정치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3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는 극도의 공무원 수의 억제가 첫 번째
이다. 국민이 공무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증원을 도모하는 것은
안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개혁관련법의 제안이유에서 보면 ‘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
를 모토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안체제에 관한 정보의 공개, 더
불어 법제심의회에 관한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성청개혁 후, 인터넷을 통해 이 정보
를 국민일반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충분한 점이 남아있다.

Ⅲ. 일본의 정부입법과정의 특수성
1. 내각제출법안의 헌법상의 지위
148) 평성13년(2001년) 1월 6일 시행.
149) 이에 대한 ‘소관사무’를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입안사무에 관한 것만을 열거)
1 민사법제에 관한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2 형사법제에 관한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3 사법제도에 관한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5 내외의 법령 및 법무에 관한 자료의 정비 및 편성을 하는 것
6 법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것
150) (평성13년은 법조관계자 3명, 대기업 2명, 노동 1명, 저널가, 평론가 등에서 각 1명). 최초의 회사
법부회는 위원 19명, 중에서 학자는 9명, 법무성 2명, 변호사 2명, 재판소 1명, 대기업 2명, 중소기업
1명, 회계사ㆍ세무사 각1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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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은 국회를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하고 있어 내각의 법안제출권에 대해서
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여,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에서는 예
외가 없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내각(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일본에
서도 전후의 대일본제국헌법이 정부의 정부제출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단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일본의 내각이 법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상이점은 그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국회가 “유일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면, 법률의 발안까지 국회가 독점하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이며,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내각의 법안제출권은 당연히
전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각의 법안제출권에 대해서 일본헌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내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
다. 환언하면,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특별취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내각의
법안제출권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도 입법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고, 법안
이 제출된 이후에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이 헌
법이 상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이다.

2. 개혁과제가 되었던 내각제출법안의 심의과정
고이즈미개혁에 호응하는 형태로 국회의 내외에서도 차츰 내각제출법안의 심의과정
이 개혁의 과제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2001년에 중의원의장은 사적자문기관으로서 설
치된 ‘중의원개혁에 관한 조사회’가 동년 11월에 제출한 ‘회신’은 예전부터 논점이었
던 당의(堂議)구속의 완화문제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당의 사전심사는 정부의 원안
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국회제출의 옮고 그름과 시기의 판단만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는 국회에서의 의논을 통하여 최종적인 정당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국회측의 연구회로서는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검토의 도마위에 올린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과 거의 동시기에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민간
단체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국민회의’는 ‘내각의 주체적 법안제출권’을 확인하는 동
시에 ‘국회운영에 있어서 내각의 리더쉽의 확인’을 위해, 사전심사의 폐지 및 의원운
영위원회에 내각대표의 참가에 의해 내각법안의 심사와 더불어 내각이 국회와 협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나 부대신, 정무관이 중의원의 각위원회에 이사로서 참가하는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부족했다.

3. 내각 수정
2011년의 제177회 국회(통상국회) 및 제179회 국회(임시회)에서는 내각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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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내용을 내각 스스로가 수정하는 「내각수정」이 1991년 이래 약20년 만에 행해
졌다.151) 지금까지 내각수정을 한 의안의 상당수는 법률안이지만, 예산이나 승인 안건
에 대해 행해진 예도 있다. 내각 수정의 내용은 의안 심의의 지연에 수반하는 시행일
의 수정이나 조직의 변경에 수반하는 수정 등의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의안 제출 후의
사회 정세의 변화나 정치적 요인에 의한 세출의 증감액 등의 실질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이다. 또, 법률안의 조문 뿐만 아니라, 법안의 이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기도 한
다. 이 경우에 그 이후부터는 수정된 제목으로 사용된다. 한편, 각 의원(議院)의 심의
단계에서 내각 제출 법률안의 이름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법안을 제출했을 때의 원
래 제목이 계속 사용된다.

4. 의견공모절차(퍼블릭코멘트)의 실시
(1) 퍼블릭 코멘트 절차
의견공모절차는 행정에 의한 안의 제시에 국민에 의한 의견의 제출과 이에 대한 행
정부의 채택여부 및 이유의 공시의 절차를 말한다. 1999년 각의결정 단계에서는 그
대상이 ‘넓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나라의 행정기관 등의 의사표시로서 규제의 설정
또는 개폐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하고 있었지만, 2005년의 행정절차법 개정시 모든
위임입법과 행정규칙에서 중요한 것(심의기준·처분기준·행정지도지침)으로서의 ‘명령
등’(행정절차법 제2조 제8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이것에 관련되는 자
료’의 공시가 명령 등을 제정하는 기관에 요구되어(동법 제39조 제1항) 명령 등의 공
포와 동시에 ‘제출의견을 고려한 결과(의견공모절차를 실시한 명령 등의 안과 결정하
려는 명령 등과의 차이를 포함한다) 및 그 이유’의 형태로 응답의 의무가 있다(동법
제43조 제1항).152)
가. 적용대상
먼저 행위형식면에서 보면 강학상 행정입법에 한정하였고 행정계획이나 일반처분은
제외하였다. 형식면에서 보면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처분기준, 심사기준 그리고 행정지
도지침과 같은 이른바 행정규칙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법의 내용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 있
151) 덧붙여 명치헌법하의 구議院법의 규정에서는 정부는 언제라도 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후 제91회 제국의회(1946년)에서 국회법안을 심의하면서 일단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올
라온 의안은 그 院의 승낙이 없으면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것보다 국회에서의 의안
심의를 존중한 형태로 내각 수정이 이루어 졌었다.
152) 原田 久, 広範囲応答型の官僚制 ―パブリックコメント手続の研究, 信山社, 2011, 13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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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범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시행기일 정령, 행정조직명령, 예산·결산·회계·재산
관리명령, 처분에 해당하는 명령 그리고 공무원 근무조건 명령 등과 같은 성질의 행
정입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1999년의 각의에 의한 퍼블릭 코멘트 절
차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행정입법’에 한정하였지만 개정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급부 등에 관한 행정입법에도 적용이 있게 된다.
나. 의견 제출의 자격
동법 제39조 제1항은 “명령 등 제정기관은 명령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널리 일반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이 행정입법의 제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그밖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의견제출 자격자의 법적 지위이다. 즉, 절차
를 위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재판상 어떻게 다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의 범위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이다. 이 점은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따라 다를 것이며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
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의견공모절차에 있어서 의견수렴과정
일본의 개정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견공모절차에 있어서 의견수렴과정은 먼
저 해당 명령 등의 원안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공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아 제출
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
령 등 제정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해당 의견공모절차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
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해당 의견공모절차의 실시에 관련된 정보제공에 노력하도록 되
어 있다. 또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고려의 결과를 공시함에 있어서도 단지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행정기관과
의견제출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의견공모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견공모절차(퍼블릭 코멘트)를 통해 본 시사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시함에 있어서 단지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이유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행정기관과 의견제출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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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행정입법
절차에서 일본의 의견공모절차를 통해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우선, 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실효성 담보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가
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국민들로 하여금 의견
제출을 하고 싶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안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
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아이디어나 의견을 생각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개정행정절
차법 제41조153)가 주목된다. 둘째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무거운
구속력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Ⅳ. 일본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효율성 방안 및 특징
내각은 각의의 결정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맡긴다. 당연히
그 법률안에 관해 행정주체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창설개폐, 재원이
나 집행체제의 정비 등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등
의 조정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안은 현실적으로 법률로 성립되어야 비
로소 정책실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법률안을 입안할 때 그것이 입법부에
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가 이루어진다.154) 또한, 일본의 경우는 내각제 및
양원제 의회의 특성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내각제출 법률안의 통과율이 의원
제출 법률안의 통과율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시대별 상황 및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참‘네지레(ねじれ)155)’(衆參
ねじれ)국회에서의 일본 정부는 내각제출법안의 성립을 위하여 특정한 입법전략을 세
우기도 한다. 법안의 사안이 야당과의 정치상황 및 이해관계의 충돌이 되는가를 고려
하여 제출한다. 제출건수에 있어서는 ‘중참ねじれ’전과 후에 건수 및 성립율의 변화를
주목하여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재해 등 긴급상황에서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각제출 법안의 입법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입안작업
및 법안에 대한 심의·수정을 통해 빠른 법안성립의 결과를 보여 준다. 예를 들면,

153) 제41조(의견공모절차의 주지 등) 의견등제정기관은 의견공모절차를 실시하여 명령 등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의견공모절차의 실시에 관하여 주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해당의견공모
절차의 실시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154) 민병로, 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83면.
155) ‘네지레(ねじれ)국회(divided diet)’라는 말이 국회에서 처음 이용된 것은 平成元年(1989)으로, 같은
해 참의원 통상선거후 여야당의 세력의 변화에 수반하여 중참양원사이에 의원(議院)내 다수파가 다르
게 된 상황을 가르키는 것이었다. 그 후 平成10年(1998)、19年(2007)、22年(2010)의 참의원 통상선
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현재도 ‘네지레(ねじれ)’ 상태이다.(第116回国会参議院本会議録第４号
52頁((平元.10.6))橋本孝一郎議員の質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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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를 위하여 내각과 국회의 많은 입법
을 처리하게 된다. 그 중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 근해 지진에 따른 지방공공단체의
의원 및 단체장 선거기일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2011년 3월 16일에 내각
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에 중의원에서 의결되고, 다음날인 3월
18일에 참의원에서의 의결, 동년 3월 22일에 공포되는 신속한 법안처리의 절차를 보
여주었다.
한편, 내각법제국은 법률의 입안단계에서 일본의 역사적 상황이나 현재의 법제도
및 헌법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점의 검토를 통해, 법률이 성립된 경우에 현행 헌법
및 기타 법제도와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즉, 일본
에 있어서 내각법제국은 그 심사사무의 위헌심사적 기능 및 의견사무의 준판례적 기
능 등을 통하여 이른바 헌법질서의 형성·유지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헌법보장기관’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 및 조약 등의 심사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 그 자체
의 헌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각법제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Ⅴ. 시사점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의 실질화를 위한 방책(내각제출법안의 수정 등)에 있어서 내
각제출법안의 실질적인 심의와 수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참의
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의사절차에 관한 개선책으로는 정부특별보좌인에서
내각법제국장관을 제외시키고 정부참고인의 폐지, 의견청취회의 개최에 대하여서도
논의 중에 있다. 각료의 출석을 본회의 중심으로 한정하고 법안심의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질의시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점 또한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청회 개최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공청회를 보다 빠른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거의 성안이 된 후에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
아, 공청회의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청회에 더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의 개최도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내각입법절차에 있
어서 정부측 대신 등의 ‘반론권(역질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반론
권의 도입도 심의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서 질문시간(Question Time)을 정례화하여
관료는 질문시간 이외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개혁과 세트로 하는게 좋
다는 논의가 있다. 법안의 성립에 임하기까지 모든 논점이 검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의논을 가능하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하여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의원연구단체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내각법제국의 엄격하
고 정밀한 심사로 인하여 위헌판결이 적다는 평가나 일본의 사법은 통치행위와의 저
촉을 피함으로써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내각법제국에 위임해 왔다는 지적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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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국의 관료지배적 상황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각법제국이 수행
하고 있는 헌법질서의 형성·유지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의나 국회에
대하여 법률에 대한 정밀한 심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인적·시간
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내각법제국의 체제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일본과 같이 최고재판소가 “극단적인 사법소극주의”156)를 취하고 있는 경우
에는 헌법보장이나 헌법질서의 형성·유지기능을 오로지 재판소의 사후심사에서만 요
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의 정부입법절차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점은 일본의 정부입법과정에서 실체적인 장
점、즉 행정규칙에 바탕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전문가나 이해관계
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안주관기관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도 어느 정
도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또 국민들에게도 해당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설명한 일본의 정부입법절차를 우리나라의
제도에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행정입법절차에 있
어서 2005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의견공모절차(이른바 퍼블릭 코멘트
절차)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가 행정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 및 과정이 국민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상 의사결정의 내용에 관계되는 관계자·제3자만이 아닌 한층 더 넓은 일반 국민
에게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및 국민의 행정에
의 참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성 높은 행정을 위해 퍼블릭 코멘트에 대해 더욱 홍보
하고 더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156) 이상윤, 일본의 내각법제국의 헌법적 기능,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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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제1절 정부입법절차 현황과 분석
Ⅰ. 일반론
전술한 바와 같이 과잉입법 내지 법령인플레이션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법령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이들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한 입법절차에서도 지체
와 비효율이 나타난다. 개발도상국 단계를 넘어서면 대체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
나는데, 정책수립과 집행상의 혼선, 체계성 내지 정체성의 왜곡 등 비효율이 초래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불 등과 같은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157)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절차에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이라
고 하는 입법절차의 목표 하에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절차
에서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입법갈등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입법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방안들이 제
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복되고 산재한
평가절차의 평가내용의 개선과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제도 등이 필요하
다. 정부입법절차에서는 법제처의 법안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 이외에
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갈등영향분석 등 다양한 평
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는 입법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
속한 법안처리가 요청되는 국민적 관심사이거나 민생법안 등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된 평가제도가 있다면 복잡하고 다단계인 평가절차
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법
률안의 제출권의 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의 실질과 절차를 주도하여 왔다. 대
통령의 강력한 권한과 행정부의 전문성 및 관료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입법의 주
도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압도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
나면서 국회 입법권의 강화 현상 및 국회 입법절차의 실질화 등 입법이 주도권에 일
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법안발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저한 정부우위의 입
법에서, 정부와 국회의 경쟁적인 법안 발의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입법절
차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부입법절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57) 권영설, 우리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입법선진화 포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8,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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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입법절차의 분석
역대 국회에서의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제14대 국회 92%, 제15대 국회
82%, 제16대 국회 72%, 제17대 국회 51%, 제18대 국회 4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제출 법률안의 원안가결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수정가결의 비율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폐기되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특징을 보더라도
대안폐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대안폐기되는 정부제출 법률
안은 대개 의원발의 법률안과 합쳐져서 위원회 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안 원안의 통과가 많던 과거에 비하여 대안 법률안의 통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현
상이다.

【표9】 제13대-제18대 국회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 상황
입법기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제 출
368
(100%)
581
(100%)
807
(100%)
595
(100%)
1,102
(100%)
1,693
(100%)

가 결
원 안
138
(37.5%)
265
(45.6%)
219
(27.1%)
117
(19.7%)
131
(11.9%)
369
(21.8%)

수 정
183
(49.7%)
272
(46.8%)
440
(54.5%)
314
(52.8%)
432
(39.2%)
321
(19.0%)

소 계
321
(87.2%)
537
(92.4%)
659
(81.6%)
431
(72.5%)
563
(51.1%)
690
(40.8%)

부 결

폐 기

대 안
일 반
소 계
45
11
34
0
(9.2%) (3.0%) (12.2%)
39
15
24
0
(4.1%) (2.6%) (6.7%)
133
55
78
0
(9.7%) (6.8%) (16.5%)
163
43
120
1
(20.2%) (7.2%) (27.4%)
536
216
320
0
(29.0%) (19.6%) (48.6%)
996
398
598
2
(35.3%) (23.5%) (58.8%)

입법영역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 내지
부결이다. 특히,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율이 점차 낮아지고, 원안가결보다는 수정
가결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회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효과적으로 견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6대 국회부터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저하
함과 동시에 대안폐기되는 법률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김대중 정부
중반 즈음에 개원한 제16대 국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서 주도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하여 많은 수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수정되어 가결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출된 전체 정부 법률안 중에서 원안가결된 것이 117건, 수정가결
된 것이 314건으로 각각 전체 법률안 중의 19.7%, 52.8%에 해당하였다. 이런 상
황에서 약 20%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대안폐기된 것에 관하여는, 다양한 추정이 가
능하겠으나, 당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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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안이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제17대 국회는 1987년 헌법 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하여 여대야
소가 형성된 경우이다. 이러한 입법환경에서 노무현 정부는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의 도움에 의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을 가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
로운 것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가결률이 겨우 51% 정도에 그친 반면에 대안폐기된
것은 무려 29%에 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반폐기된
것까지 합한다면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폐기되어 나머지 절
반 정도만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볼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다른 추정도 가능하다
고 본다. 즉 당시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정부가 자신이 제출한 법률안과 유사한 내
용의 법률안을 여당의원으로 하여금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158) 통상 위원회의 대안법률안이 주로 정부제출 법률안
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일종의 우회입법이라
할 것이다. 대안폐기로 처리된 다수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실제로는 집권당 소속 의원
들의 도움으로 위원회에서 대안법률로 변신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다.159) 이러한 모습은 제18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160)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현재 국회가 정부의 입법권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161)

Ⅲ. 정부입법절차 개선방안 일반론
입법절차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영역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이다. 국회에서
의 입법절차는 입법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정치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률안을
둘러싼 이념적·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입법절차가 파행이 되는 경험을 종종 보아
왔다. 그러나 정부 입법절차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 입안이 되어 국회에 제출되
기 전까지의 절차이기 때문에, 대개 이념적·정치적인 대립이 없거나 사전에 해소된 경
우에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그러나 정부입법
절차에는 국회입법절차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부처간의 갈등조정, 법안에 대한 재정
소요추계,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법제처의 법령안심사 등
158) 이에 관한 정확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 법안에 대한 사례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59) 한편 제17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하여 폐기된 정부안이 19.6%나 된다. 이는 전례 없이 많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매우 컸고 또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
당이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입법의 추진력을 상실하는 등의 당시 특이한 입법환경 때문이
라고 본다.
160) 이는 앞에 소개한 법제처의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역대 국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과
위원회의 대안폐지율을 합하면 법제처가 계산한 ‘국회통과율’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
161) 음선필, 제18대 국회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1년 국회입법에 대한 평가-,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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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부처 간에는 법령안에 대한 관점과 이
해득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부처이기주의 내지는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법안
구상과 초안작성 단계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갈등발생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
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안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한 재정소요추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행실적과 활용성
이 낮기 때문에 재정소요추계제도의 활성화와 비용추계서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입법예고제도와 입법공청회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줄이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방안을 보완하며, 입법공청회의 기능을 실질적
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는
데, 그 질적 수준과 영향분석서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기준정
비 및 제도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한다. 기타 법제처
의 업무과중, 정부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 법령정비와 관련한 이해집단의 입장상충 등
이 해소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부입법절차에서의 입법갈등
Ⅰ. 입법갈등
1. 입법갈등의 요인
입법갈등이 초래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념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외교
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정당간·단체간·노사간·계층간·국민간에 다양한 유형의 입법갈
등이 발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부처간에 입장차이가 분명한
법안이나 여러 부처의 소관사항이 복합된 법안이 입법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안의 처리에 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차
이가 분명한 경우도 있고,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도 많다.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부처간의 갈등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논의가
진전되지 아니하여 법안제출 자체가 포기되는 입법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입법갈등
사례의 유형으로는 정부부처간 이견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외의 입법갈등
사례의 유형으로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초래되는 경우, 특정이익 집단만을 위한 입
법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의
견수렴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62) 오늘날 입법이 정치적인
162) 김계홍,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 법제업무발전을 위한 공청회, 2012. 4. 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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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나 투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특정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사항과 입법사실
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론에 호응하여 바로 입법적인 대응으로 가는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다.163) 국가기관 상호간의 정보의 교류와 의견의 조율 및 협조 등은
입법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입법에 의해서 법률이 성립하기까지에는 많은 어
려움이 따르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관계기관과의 협조문제라고 평가될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령안 주관기관은 관계기관
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기관
간에 불투명한 거래가 오가기도 한다는 평가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와 같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입법추진현황을 국
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기관간의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행정부의 종합조정기능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관간의 조정역할을 함으로
써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타결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164) 이외에도 당정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독점규제법이나 국가계약법 등의 의욕
적인 정부입법이 국회입법절차에서 유보, 좌절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165)

2. 입법갈등 사례
정부내 입법절차에서의 부처간 갈등사례로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이견의 조정, 무인도서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둘러싼 논란,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조정, 수도권
지역내 대학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 하천법 개정 추진과 관련된 논란, 전력환경평가체
제 도입관련 논란, 국토경관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란 등이 있다.166) 정부내 입법
절차에서의 부처간 갈등사례는 이 외에도 셧다운제 관련 법령,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
법안, 테러방지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법안,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이 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셧다운제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163) 박영도, 최근의 입법경향과 입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0면.
164) 성선제/유상현/방승주/유진식,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66면.
165) 김계홍,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 법제업무발전을 위한 공청회, 2012. 4. 26, 8면.
166) 김유환,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
제처, 2007, 16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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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간의 갈등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인터넷게임물의 셧
다운도입과 관련한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갈등이다.167) 청소년보호법이 규정
하는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조치인 ‘강제적 셧다운제’ 때문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
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시민단체와 청소년, 게임업계의 반발에
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강제적 셧다운제
는 여성가족부에 권한이 위임된다.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실제 법안이 발효된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운용하는 주체는 여성가족부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은 청소년보호법이 명시한 셧다운제를 실행하기 위
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담고 있다. 게임을 이용하려는 국내 사용자는 게임에 가입하
는 첫 단계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본인인증은 신용카드 정보나 공인인
증서 등 기존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8세 미만 청소
년은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게임에 가입할 수 있다. 정작 청소
년은 신용카드 정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 외에도
게임법에는 청소년보호법이 담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와는 별도로 ‘선택적 셧다운제’
조항이 담겼다. 이 게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용 권한을 가진다. 표면상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법안이지만, 게임법
에 대한 시행령 준비와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 청보법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이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이좋게 나눠갖
게 됐다. 법안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이유는 부처간의 권한 조정 때문이다.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관하는 게임법에는 오토프로그램 금지, 오픈마켓법을 비롯해 셧다운제 내
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게임법이 국회 회의 과정에서 셧다운제는 빠지고 나
머지 조항들만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셧다운제가 빠지는 동안 여성가족부의 청
보법에 담긴 셧다운제는 지난 4월 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
가 셧다운제를 강하게 주장한 이유도 있었지만 유권자,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
모가 이제도를 지지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말고 선택적 셧다
운제를 고집해 왔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셧다운제를 추진했다. 정부부
처가 입법안을 제시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국무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
에, 입법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의원입법절차를 택한 것이다. 결국, 2012년 4월 29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의 청보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 2012년 6월 30
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게
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
임산업을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게임을 바라보는 두 부처 간 시각차
이가 입법갈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7) 김계홍,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 법제업무발전을 위한 공청회, 2012. 4. 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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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은 2012년 7월 26일에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안168)으로, DB 제작 및 활용 지원, 품질 향상, 전문인력 양성, DB 유통 활성화, 공정
한 거래질서 확립, 사업화 지원 등 DB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규정 등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
정부 등 정부부처간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현행 `소프트웨어(SW)산
업 진흥법'으로도 충분히 DB산업 육성을 포괄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별도의 법제정까
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DB 대
가 산정 등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는 업무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법정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
는데, DB산업 진흥법은 현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법정법인으로 전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DB산업의 성장세와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별
도의 DB산업 진흥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DB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
거로 `DB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DB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DB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중장기 실행계획이다. 한편, DB
산업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
며, DB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명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B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3000억원, 고용유발
인원은 34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 발생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재활용률의
저조 및 적정처리 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
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법의 입법동기이다. 자원순환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는 재활용촉진과 유해물질 사전예방과 함께 국제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원순환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산자부와 건교부는 폐기
168)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고품질의 데이터베이
스 제작·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경제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가
치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 관리 실패로 인한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데이터베이
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관리·유통·서
비스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지원체계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산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은 데이터
베이스 개발의 근거일 뿐 활용 및 관리 규정은 미흡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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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기존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동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법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05년 12월 30일 입법예고된 이후 별
도 입법의 필요성169), 입법 형식170) 및 법안의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업
계에서 이견이 제시되었다.171) 이후 2006년 2월의 관계부처 1급 정책간담회를 거쳐
2006년 9월 10일에 공동입법예고가 되었는데, 폐기물 재활용 관련 총괄부서는 환경부
이므로 환경부의 권한을 고려하고 동시에 전기·전자제품 제조 관련 업무는 산자부, 자
동차관리업무는 건교부 소관이므로 환경·산자·건교의 3개 부처 공동입법의 형식을 취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27일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법안
심사가 진행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이름으로 대안이 제시되었다. 2007년
4월 2일에 본회의에서 대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2007년 4월 27일에 법률이 공포
되었다. 이 법률은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의 협의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법률의 시행시기를 당초 입법예
고안은 2007년 7월 1일로 하였으나, 그동안 협의과정에서의 시간경과 및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고려하여 2008년 1월 1일로 늦추었다(부칙 제1조). 둘째, 당초 입법예고안
은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여부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제
정안은 등록 대신에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하도록 변경하였다(제11조). 셋째,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정보제공의무는 제
조사의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재활용정보
를 제공토록 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정보제공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
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등 의무내용을 완화
하였다(제12조 제1항). 넷째, 당초 입법예고안은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금
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통상 폐차가격(약 20만원)이 폐차처리 및 재활용비용(약 5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설치 대신에 폐차처리 및 재활용비용을 폐차가
격에서 상계하도록 하였다(제25조 제3항·제28조). 다섯째, 당초 입법예고안은 해체재
활용업,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169) 별도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자동차관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활용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이지 굳이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임.
170)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생산과 관련하여 이는 산업자원부 소관이고, 자동차의 폐차 등은 건설
교통부 소관이므로 환경부 단독 입법 추진보다는 산자부․건교부 등과 합동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임.
17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7. 3,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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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도록 하였으나, 해체재활용업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폐차업과 동일한
업종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 법에서는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폐가스처리업을 내용으로 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신설하는 것
으로 조정하였다(제32조 제2항).
라.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9·11테러를 계기로 하여 테러방지법을 2001년부터 본격적으
로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은 입법된 바 없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필요
론과 불가론으로 각계의 의견이 대립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주로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국정원과 경찰 및 군과의 의견차이도 있다. 2001년
11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도 부처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
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대응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테러센터에서는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
집․작성 및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정부에서 2001년 11월 28일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2004년에 제16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지만, 이
후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172),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173),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174),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175),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176) 등의 법안발의로 이어졌다. 2012
년에는 국가정보원이 방첩업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논란
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2011년 12월에 모든 방첩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방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방첩업무의 기획 및 조정권을 갖고 외국인이나 외국 정보기
관을 접촉하기 이전에 국정원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고, 국정원장을 위원장
으로 각 부처 차관급 및 경찰청장·기무사령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방첩기관 활동에 대한 통합시스

172)
173)
174)
175)
176)

의원발의
의원발의
의원발의
의원발의
의원발의

법률안,
법률안,
법률안,
법률안,
법률안,

2005.
2005.
2006.
2008.
2009.

3. 15 발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8. 26 발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2. 14 발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10. 28 발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4. 15 발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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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축·운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경찰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각 방
첩기관에 대해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
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방첩기관을 국정원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러한 사안을 법률안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방첩업무규정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방첩기관이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업무의 통합적 수행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첩기관 등의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 특이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
다. 방첩업무규정은 2012년 5월 14일에 대통령령 제23780호로 제정되어, 당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첩업무규정은 방첩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기관 간 협조를 규정
하고 있다. 즉,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
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기획, 국가방첩업무 지침 수립 및 통합적 수행의 권한을 지닌다.
또한 국가방첩전략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
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등의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국가방첩
전략회의와 실무회의를 두고, 지역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두 부처간에는 갈등이 상존해왔으며 이러한
갈등은 정부내 입법절차에서 종종 나타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갈등은 대표적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5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정부에서 2011년 4월 15일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1
년이 경과한 이후에 국회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된 것이다. 2011년 11월
1일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에 의하
여 발의되었고, 이들 법안이 합쳐진 위원장의 대안이 입안되어 통과된 것이다. 공포된
법률에서는 주무부처가 명시되지 않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간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재연되었다. 두 부처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해당 법안의 입법절차에서 갈등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입법절차는 지체되어 왔다. 법률안이 통과
된 이후에도 이러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2013년에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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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연기되었다. 또한 지경부는 환경부가 시행해 온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도 뛰
어들어 같은 사업을 두 부처가 동시에 벌이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와 환경부는 업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통
과된 법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 할당위원회, 적용대상, 배출권 거래, 무상할당비율, 배출량 보고·검
증·인증,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법안이 통과되자
자료를 배포하고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
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법안
발의처인 총리실을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기
재부 장관은 배출권 할당위원장으로서 시행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게
돼 있다.
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면서 부처간 갈등을 빚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177)
이 갈등 조정안으로 수정된 후 2012년 7월 20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즉, 중점육성
서비스산업 선정이나 실태조사의 주체를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로 수정했고, 전
문연구센터 지정도 기획재정부가 하도록 돼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가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조정했다. 2012년 7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
본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동 법안은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가 재상
정되었는데, 정부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
지원과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영
리병원이나 건강관리서비스문제를 재정부가 관리하는데 불만을 표시했고, 행정안전부
는 위원회 등 조직신설에 반대하면서 부처갈등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이날 최종확
정된 제정안에는 중점육성산업 선정과 전문연구센터 지정 주체를 조정하고, 다른 법
률과의 관계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서비스산업법 제정법률안이 입안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법안의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법안

177)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취지는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
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
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
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
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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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에
대한 교육․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for profit hospital, 영리병원)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필요성을 강조하
고,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이 의료비상승 등 부작용
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 내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
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이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공동보조를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가 공동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도 하였으나, 의
견이 수렴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커지기도 하였다.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지방중소병원의 폐업, 의료비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
한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입장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보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증 없이는 입법을 통한 도입 논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필
요하며 보완 방안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관계 부처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재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는 결국 보완 대책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
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방안을 만들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부처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
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
로 보건복지가족부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의료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환자 유치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의료관계 법률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해당되는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기 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다.178)
2002년 12월 30일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03. 7. 1.
시행)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허가요건 및 절차, 개설자격, 종사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
다. 이후「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절차․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위하여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
다. 정부는 제17대 국회인 2007년 10월 29일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
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안은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
기되었다. 2008년 11월 5일에는 황우여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17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09. 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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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안과 동일한 제
목을 지닌, 외국병원을 설립을 위한 절차와 조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동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경제부처 주도로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하였다.
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
약품으로서 약사의 관리가 없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약국
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도록 할 것이냐에 관한 논
의 초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찬성입장이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2008년 초반 대통령인수위의 정책의제 중
하나였으며, 규제개혁의 하나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안전성과 편의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의약품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
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서 복지부와 경제부처는 의
견을 달리하였으며, 의사회와 약사회, 제약회사와 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의견이
민감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입법사항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 대립이 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일 국
회에서 가결되어 5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
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으로 집중되고 약국의 영업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에 맞
추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과 유
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여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
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
게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다. 약사법의 개정으로 일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
라 11월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 13종의 가정상비약을 구입
할 수 있다. 수퍼마켓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면서 유사시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춘 곳은 판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는 대부분 별도의 약국을 내부
에 갖추고 있어 약국 외 판매 장소에서 제외되었다. 편의점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종업원을 포함한 판매자들은 약품 판매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편의점 등에서 약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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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분·소포장 단위로 약품을 팔게 된다. 약사법 개정에 대한 부처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는 약국 외에서 판매될 약의 품목과 조건 등을 절충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았
다고 할 수 있다.
자.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강도, 강간 등 일정한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유전자정보를 국가가 수집 및
관리하려는 내용의 법률안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된 것은 2006년 8월 1일이었다. 법무부가 마련하여 정부제출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
되었는데,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8년 5월 29일에 자동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 들어와 정부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명칭
으로 하는 법률안을 2009년 5월 27일에 입법예고하였고, 이 법률안은 2009년 10월
2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10월 29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 이외에
도 법원과 법무부 및 검찰과 경찰 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입법을 추진한 법무부는
법률안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법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인권
과 범죄수사 및 사회방위의 효율성은 언제나 충돌될 수 밖에 없다”며 “제정안은 범죄
수사의 효율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절충점을 찾아 수정해야 한다”179)는 입장을 나타
냈다. 유전자정보의 수집·관리주체에 관하여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일원화하고 있지
만, 우리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로 이원화하고 있다. 유전자정보의 수집·관리가 이원
화될 경우에 발생하는 인력과 예산의 중복투자 및 데이터베이스 분리로 인한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논란되었으나, “연계하여 운용함에 따라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
으며, 관리주체가 2원화 될 경우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오류와 위조 등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180)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형자의 디엔
에이신원확인정보는 검찰에서,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경찰에서 관리하도록 입법되었다. 이 법률은 2010년 1월 25일에 공포되고, 6
개월 후인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곡동 가정주부 실인사건의 범인 서진
환의 디엔에이정보는 검찰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유하지 못한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 법률 제4조 제3항에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181)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 사
179) 법률신문, 2009. 6. 1.
18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12,
7면.
181)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이원화를 제도화하면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를 의무화하지 않은 실효성없는 규정은 정책적 및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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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나타났듯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입법갈등이 해
소되지 않고 법령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입법갈등은 결국 국민의 안전권이 침해되
는 결과로 나타났다.

Ⅱ. 입법갈등 사안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입법절차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입법절차에서
의 의견과 요구는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입법절차에서의 상충하는 의견과 요구를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현대
국가의 입법절차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182) 또한 입법절차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목표는 상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의 입법절차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다수의 횡포는 곧 입법절차에서 민
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소수의 횡포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비판이 있다.183)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이건 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이건, 민주적이
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또는 효율적이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입법절차는 개선되어야 한
다. 따라서 입법절차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롭게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안처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질좋은 법안제정으로 국민의 법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체제 전체의 선진화개혁을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184) 또한 국민의 다원
적 이익과 의사를 적정하게 조정·반영해 가는 입법의 실질적 심의의 강화 내지 민주
적 통제의 확보를 도모하고 다른 한편 현대 적극국가가 요청하는 전문기술과 능률성
을 참작하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통하여 국민의 이익과 의사를 통합하여 입법을 수행
해 가는 지도력과 책임성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85) 입법절차의 민주성 제고방
안은 원칙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효율을
추구하는 경우 민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즉, 입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 의견수렴의 미비와 갈등이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과
정에서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러한 비효율을 시정할 수 있
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관련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통하여 입법절차에서의 민
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182) 이한규,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의 국회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입법평가연구 제1호, 한국법
제연구원, 2009, 199면.
183) 강장석,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의정연구회, 2010, 55면.
184) 김용철,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효율성확보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127면.
185) 박영도,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학
회, 2006,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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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공무원 1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부처에서 업무
와 관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부처간의 협의과정’을 가장 많이 유
의하며,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심의과정’ 등이다.186) 이러한 조사결과
를 보면, 부처간의 협의과정이 제일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절차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 등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어렵거나 지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조사대상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54.1%)이 입법계획의 입법
추진일정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지 않아서 곤란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187)
특히, 자기 부처에 불리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절차에서의 ‘부처간 협의과
정’에서는 부처간의 의견조정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과정진행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입법기간을 제외하고 부처협의에서 대통령의 재가까지는 평균 130일이 소
요된다.188) 정부 내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부처간 협의절차에
서 부처간 의견의 대립이 있는 입법사안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간 의견이
대립이 없는 입법사안의 경우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큰 편차를 발
생시키는 절차적 요인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소
요되는 기간은 평균 92.1일이라고 한다.189)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정치적 및 이념적인 대립이 있는 입법사안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결국 평균적인 입법절차 소요기간을 줄이는 것은 제도의 효율화의 문제와 관련되
어 있지만, 정부부처간 대립이 있는 경우의 정부 입법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러한 의견대립을 조정할 대통령이나 국무통리실의 조정기능이 작동을 하느냐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소요기간을 줄이는 것도 물론 제도의 효
율화와도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제도보다는 정치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다가도 정치적으로 합의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
되는 의정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 문제는 제도의 효율성 문
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탄력성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합의의 전통
과 의지가 부족한 우리의 의회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절차에 관한 법령과 제도
가 바뀔 필요는 있다.
186) 박영도, 입법계획제도의 발전방안, 법제, 법제처, 2007. 5, 29면.
187) 부처에서 당초 제출한 입법계획을 수정, 변경, 철회한 주된 이유도 ‘입법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
화’(36.4%) 다음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지연’(28.4%)이다. 박영도, 입법계획제도의 발전방안, 법제, 법
제처, 2007. 5, 31-32면.
188) 김계홍,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 법제업무발전을 위한 공청회, 2012. 4. 26, 8면.
189) 신현기, 대통령법안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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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지
만,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제출권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또한 법률안이
어느 정도의 신속을 요하는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법
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를 하는 절차에서 법률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긴급을 요하
는 경우에는 심의단계를 축소하여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
고, 여론의 압박이나 국회의 판단에 따라서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법률안의 입안
이나 심의·의결에 있어서의 신속한 절차는 제도외적이거나 제도의 운영에 의존하게
되어 있을 뿐이지, 제도적으로 이러한 신속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입법절차를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90) 예를 들어, 현행제도처럼 법률안의 성격에 상
관없이 일률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법
률의 성격과 긴급성 등에 따라 입법절차를 다양하게 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다.191) 정부입법절차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 심의과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국회 입법절차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성과 신중성을 조화롭
게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을 조정통합할 의무는 행정내부에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이 지지만, 그 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갈등부처
의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국회관련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
운데 구체화해가는 과정을 밟아가면 좋을 것이다.192) 전문가 집단의 활용은 국민의사
수렴의 측면에서 보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국민의 의사반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입법수요를 적기에 파악하여 법률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193) 부처협의과정에
서 많은 부처들이 입법과정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자구, 문장 및 정책 하
나 하나에 지나칠 정도로 소모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그 결과 입법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입법계획은 법안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는 기
능도 지닌다. 부처간 갈등은 입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입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이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입법갈등으로 인한 입법지연을 사전에 예
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94) 이러한 부처간 갈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
190)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62면.
191)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69면.
192) 선정원,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법제, 법제처, 2005. 4, 56면.
193) 이성환, 21세기 한국입법의 과제와 전망, 입법학연구 제5집, 한국입법학회, 2008, 205면.
194) 김창범,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법제연구, 제3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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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고
엄격한 법리판단과 아울러 장기적인 법제심사로 정책판단능력도 갖춘 법제관을 개입
시키는 경우 합리적이고 신속한 입법추진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가 할거적 입장
을 취하여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법제처 단독으로 또는 관련 조정부서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정위원회를 수시 또는 상시 가동하고, 필요시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 입법과정상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여야 정부의 신뢰와 입법정책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195) 다양한 입장과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한 부
처간의 갈등을 획일적으로 일원화하여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쉽지 않
고, 또 하나의 절차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또한 일반 국민과의 관련
성이나 접근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의견제시나 통제에도 적합하지 않다.
부처의 입장과 조정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필요하다.

제3절 정부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 제고방안
Ⅰ. 현행 의견수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입법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나 의견수렴은 민주적 정당성의 향상이라는 취지를 지님
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정책결정의 향상이나 행정비용의 절감 및 법령에 대한 준수율
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196) 전반적인 입법과정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의사공개를 통한
입법관련 정보의 획득, 입법청원이나 표현의 자유의 행사, 입법예고, 공청회와 청문회
를 통한 의견의 전달 등을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197) 그러나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서의 의견수렴제도는 입법예고, 공청회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법제
관,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에서의 국민참여 내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는 외
견상 다른 외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절차
는 행정기관이 그 권한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절차이며 행정기관을 위한 절차라고 인
식된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절차의 목적이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을 위한 절차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의견이 나 정보를 제출하는 개개인
은 절차에서 부차적인 역할 밖에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98) 이를테면, 입법절차에
면.
195) 신상환, 정부입법과정의 발전적 법제화방안, 법제연구, 제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246면.
196) 박민규/현정택/정하명/김종현/이순태, 국민참여를 통한 입법 및 법제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 법
제처, 2004, 18면.
197) 이성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2009, 15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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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법예고나 공청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이 상당 부분 형식화되어 있어서 실질
적인 의견반영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법관련 정보를 얻
기가 어렵고 입법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199) 따라서 현행
의견수렴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의견수렴제
도가 형식적인 제도로서만 기능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입법의견 수렴제도가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
화 이후 특히 나타나고 있는 이익집단의 활성화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입법절차에 반
영하기 위한 ‘로비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나 참여민주주의 또는
의견수렴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전체의 입법의사에 반하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입법절
차에 반영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익집단의 적절한 이익대변활동은 입법
의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입법절차나 입법절차의 결
과물인 법률이 특정 이익집단에세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점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어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200) 의견수렴제도 혹은 입법참여제도의 역기능으로서, 참여자가 부분적인 이익이
나 단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방향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자원과 생태보호에 불리하고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201) 이러한 점을 보면, 입법의견수렴이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들은 형식적인 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운용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입법의견은
입법에 비판없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검토된 후에 반
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Ⅱ. 입법예고제도의 실질화
입법예고는 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공개하
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202) 이러한 입법예고 제도는 우선적으로 입법

198) 박영도,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73면.
199) 김성호,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7,
79면.
200) 김유환,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
제처, 2007, 50면.
201) 박민규/현정택/정하명/김종현/이순태, 국민참여를 통한 입법 및 법제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 법
제처, 2004, 17면.
202)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2011, 23면.

- 105 -

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나아가서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미도 겸하고 있다. 법령의 수범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법령 집행의
용이함과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안과 관련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원래의 법령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이후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를 한다. 국민
의 입법의견 수렴은 우선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의
반영 등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제도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
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1998년부터 제
정·시행된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제44조에 규정되었다. 특히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
는 예외사항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다.203)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
법에 규정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은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보다 많다.
즉,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 법
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예외사항을 국
회법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도 없거니와,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일상생활’, ‘단순
한 집행’, ‘현저히 불리한 영향’ 등은 개념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아니하다. 행정부에
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표10】 정부입법절차와 국회입법절차에서의 입법예고 예외사항 비교

203)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는 입법예고의 예외사유로서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
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
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
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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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
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

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

우

단되는 경우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정부입
법절차에서, 당초 국무회의 상정안건에 포함되었던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입법예고
실시결과 등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의 인쇄물에서는 제외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 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만 인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204) 그러나 입법예고
실시결과도 법률안에 첨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한다. 특히, 법제처 심사시에 주무부
처에서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미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조문별로 제출받아 심사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
질적인 점검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및 미반영
여부와 미반영시 미반영 이유에 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국회심의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실시결과가 첨
부되면, 그 반영여부나 미반영사유를 투명하게 알 수 있고 향후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좋은 자료가 되며, 법률미성립이나 혹은 법률성립 이후에도 입법자료와 법률해석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의견 중에는 입법예고된 사안과는 전
혀 관계없는 의견도 있고, 민원해소를 강하게 요청하는 의견도 있고, 특정한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있을 것이다.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당부를 판단하
는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입법예고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타당한 의견
은 입법내용에 반영함을 통하여 입법예고제도의 실질을 기할 수 있다. 의견반영 여부
의 타당성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의견미반영시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
시키는 방안이라고 본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204)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2011,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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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었다가 2011년 12월 2일의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40일 이상으로 늘어났다.205) 우선 입법예고기간이 우리나라의 입법절차 개
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FTA의 실시와 관련한 한미간의 합의사
항에 따라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미 FTA로 인하여 한미 FTA와 관련한 법령
안만 입법예고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모든 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두 배로 늘
어난 것이다. 법령안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 일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은 한미간 정부
의 서한교환으로 무력화되었다. 연장된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들의 의견수렴기
간을 확대한다는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기간 동안 법
안처리가 늦어진다는 측면에서 입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앞
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법예고기간을 탄력
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신속처리를 요하는 법안의 예
고기간은 짧게 하고,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의 예고기간은 40일로 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고기간을 정할 때 외부전문가와 함께 구성된 위원회가 이 기간을 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로서는 정부 입법절차에서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입법절차에서
의 입법예고 기간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개정 이후에 정부가 제출
하는 법안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되었다. 그리고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서는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입법절차에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다시 1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률안이 회부된 국
회 상임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정할 때 일부개정법률안은 10일 이상,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국회 입법예고
에 관한 규칙206) 제4조)
205) 늘어난 입법예고기간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을 늘린 이
유에 대하여 개정문에서는 그 개정이유를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
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라고 한다.
206)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제3항에서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왔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관한 국회규칙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저스티스 106호, 한국법학원, 2008. 9, 111면)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
칙」은 2012년 2월 27일에 제정되어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도 만들어져서 2012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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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행정절차법과 국회법 상의 입법예고 관련 규정 비교

행
정
절
차
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
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
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
회
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
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
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함에 있어서 단지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과 입법의견제출자 간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를 제공하는 등, 일본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의견공모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입법
절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견제출을 하고 싶도록 하기 위
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안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
다. 입법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아이디어나 의견을 생각해 내기
가 어렵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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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절차에서의 입법예고는 국회 입법절차와 비교해 볼 때에도 예외사항이
엄격하고 기간이 길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아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40일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없
다. 입법예고에 탄력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입법예고시스템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즉, ‘직접
최종 규칙제정 방식’은 제안규칙의 고지에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정해진 날
짜에 제안규칙이 최종규칙으로서 발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그 시행을 앞당김으
로써 효율성을 도모하지만, 단 하나의 반대의견이라도 접수되면 고지·의견진술 절차
를 정식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민주성 또한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잠정최종 규칙제정
방식’은 고지·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규칙을 공표하여 그 즉시 발효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지만, 공표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두어 민주성 또한 도모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0일의 입법예고기간를 그대로 거쳐야 하고, 입법예고의 예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자체가 없는 양 극단의 입법예고의 방식과 기간에
탄력성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입
법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정부내 입법절차에서의 입법예고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
정기관에 보다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도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
도화 방안일 수 있다. 이외에도 입법예고 예외사항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해석상, 어떠한 법안이 입법예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는 행정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 법
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
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정청과 법제처장이 입법예고를 하
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입법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다. 이
러한 경우에도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공청회의 기능 강화
입법참여의 한 방법으로 입법공청회제도를 들 수 있다.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
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6호) 행
정절차법 제45조 제1항에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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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
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
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 또한 2007년 5월 17일의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하여
제38조의2207)에 전자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통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공
청회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청회개최가 의무사항이 아
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입법공청회의 개최는 미흡한 실
정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 하에 국민들에게는 공청회 개최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
정절차법을 개정하는 것도 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한 방법일 것이다. 즉, 국회법 제
58조 제6항에서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
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정부입법의 경우에도 공청
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
에 대한 입법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입법과정상의 균형
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공청회가 실질적으로는 입법설명회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처
럼,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된다는 비판이 있다.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기대되는 것은 공청회를 통하여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고, 문제
를 시정하고 개선책을 반영한 보다 개선된 법률안을 입안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민
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지 못하고 개진된 의견이 적절히 법안개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청회는 단지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절차로서의 공청회에 대하여 개최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정략적으로 서로의 당내의견을 과시하거나 상대당의 의견을 비판하는 자리로 활용된
다는 비판208)이 있는 것처럼, 정부의 입법절차로서의 공청회의 운용에 있어서도 공청
회의 형식화 경향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12】 행정절차법과 국회법 상의 공청회 관련 규정 비교

207)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
여야 한다.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자공청회의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208) 김용철,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효율성확보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2012,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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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행정절
차법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
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전자공청회의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
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58조제6항 :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

국회법

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
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002년 12월에 신설된 행정절차법 제39조의2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청
회의 실질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
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
된 경우에 아무런 격려가 없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권고적 기능’을 가진 규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동 조항
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강제규정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공청회
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여 공청회의 기능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된
다면 공청회에서 어떠한 의견제시가 있었는지, 이러한 의견들이 왜 반영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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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추후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률
이 입법된다면, 향후 법률 규정의 해석을 위해서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의사절차에 관한 개선책의 하나로 공청회 개최시기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즉, 공청회를 내각의 입법절차의 보다 앞선 단계에서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거의 성안이 된 후에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과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공
청회의 시기에 관한 논의와 함께, 해당 입법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
회의의 개최도 내각의 입법절차에서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주
요 목적이 있다면, 공청회는 해당 입법사안에 대한 정책전문가와 법제전문가의 의
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의 기능강화 방안은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도록 개선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Ⅳ. 국민법제관제도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의 실질화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제도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의 자체적인 의견수렴제도를 마련
하여 일반국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법제관제도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지속적
으로 유지·운영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1. 국민법제관제도
국민법제관은 법령심사, 법령해석, 국민불편법령개폐, 법제도 선진화 등 법제처 주
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위
촉하는 현장 전문가 집단이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족한
현장경험과 이론적 ․ 실무적 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국민법제관의 기능으로는 정부입법과정의 민주
성 제고, 법제업무의 현장성 제고, 정부입법의 품질 제고, 정부정책과 입법에 대한 올
바른 홍보 등이다. 특히 민주성 제고의 관점에서, 정책형성 및 집행의 과정에서 국민
들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제출 외에는 국민이 공식적으로 정부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입법의 다양한 과정에서 국민의 폭
넓은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법제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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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 제도는 입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입
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209) 2011년 1월에 교통분야 법제관 31명
을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33개 법분야에 1,037명의 국민법제관이 위
촉되었으며, 인터넷 상에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이 2011년 4월에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210) 이러한 방안은 법제에 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모
니터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입법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법제업무를 홍
보한다는 의미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은 입법에의 국민참여
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성패는 이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여주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국민법제관 제도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국민참여입법센터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입법과 관련한 의견의 수렴은 바람직하고, 국회에서도
2012년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회 입법예고사이트211)를 운
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도 새로이 제정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2011년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부처협의부터 국회심의까지의 각 단계별
로 진행됐던 법안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이며,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법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
센터는 입법절차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
다. 법령안 정보와 함께 최신의견과 국민토론란도 마련하여 입법절차의 투명성과 참
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선 민주성 제고는 물론이고 투명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러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
민법제관,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법령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온라인 국민참여
입법센터가 2011년 10월에 개설되어 법안국민토론란이 마련되어 토론제목이 게시된
이후 2012년 8월 31일까지 50건의 주제가 게시되었다. 이러한 법안에 관한 토론주제
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높은 토론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212) 올라온 의견을 보
면, 몇몇 사람이 수개의 의견을 올리는 등,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다
209)
210)
211)
212)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1년 운영성과 보고서, 2012, 6면.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2년 상반기 운영성과 보고서, 2012, 6면.
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http://community.klaw.go.kr) 2012. 8. 3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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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입법안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입법
센터의 향후 과제도 역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Ⅴ. 사회적 협의방식을 통한 의견수렴제도 도입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이란 행정입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입법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협상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합의에
기초하여 입법내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래의 참여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
에 맞는 정책결정과 입법추진 시스템, 즉, 정책과 입법에 관한 추진단계별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주도면밀한 입법협의(consultation)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입법과 관련한 국민·이해관계자와 정부간 사회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입법
참여원칙의 천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213) 기업·지방자치단체·시민 등 이해관계
자와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자문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214)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법
정주의 원칙215)에 따라서 규제과정은 정부내 입법절차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
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는 정부내 입법절차의 경우에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의 근본취지는 전통적 절차인 고지 및 의견서제출절차에 의한
규칙제정에 앞서 처분청과 이해관계인 대표들이 규칙안의 내용을 함께 검토한 후 고
지 및 의견서제출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활용
되었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참가를 고양하고 규
칙인의 내용을 향상하며 최종규칙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규칙의 준수
를 증진하고 소송을 줄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216)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이란 행정
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간의 이해관
계에 대해 협상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합의에 기초하여 입법내용을 결정하는 제도
213) 김성호,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7,
80면.
214) 규제개혁위원회, 2011 규제개혁백서, 2012, 795면.
215)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쉬운 용어
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16) 박수헌,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한국공법학
회, 2001,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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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종래 입법이 국민의 대의기관이나 대의기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
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강하였다는 점을 볼 때 수범자 또는 피규제자간의
협상이나 협의에 의하여 규칙제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새롭고 놀라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217) 이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규제기업, 통상단체, 시민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인데, 이들간의 합의가
행정청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행정청은 최소한 유용한 참고자료를 얻는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218) 의견수렴결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부분을 따
로 구분하여 미국식의 협의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
견도 있다.219)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입법 제정시 그 활용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220)도 있지만,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 사
이에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등 아직 토론 중에 있다.221) 협의에 의
한 규칙제정은 그 발상에 있어서 입법절차의 민주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행정규칙의 입법절차에 한정되어 있으며 성과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는 제
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법률의 입법절차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본다.

제4절 정부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 제고방안
Ⅰ. 현행 정부입법절차의 비효율 요소
우리나라 전체 입법절차에서의 비효율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법률안의 대폭
적인 증가, 법률안 심사시기의 9월 정기국회에의 집중, 입법전문가 간의 연계 및 협력
의 미흡, 법률안의 성격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입법절차, 분산되고 복잡한 정부입법절차

217) 김유환, 미국 행정법에서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3,
549면.
218)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10, 186면.
219) 박영도,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1,
82면.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의 장점으로 ① 정보의 공유와 양호한 의사전달 ② 국민의 의식과 관여의
강화 ③ 행정기관과 다른 이익단체에 실제적인 견제를 제공 ④ 규칙제정을 위한 보다 나은 창조적인
대안의 발견을 장려 ⑤ 규칙에 대한 준수의 증대 ⑥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과 비용 및 업무의 절감 ⑦
조기의 이행기간을 허용 ⑧ 주요한 당사자간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 ⑨ 보다 나은 계획을 가능하게 하
고 모든 자에게 성과의 확실성을 증대 ⑩ 모든 당사자의 참여로 인해 기술적으로 복잡한 주제에 관한
우수한 규칙의 제정 ⑪ 사후적인 분쟁과 소송의 감소 등을 들고 있다. Curtis W. Copeland,
Negotiated Rulemaking,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8. 28.
220) 박수헌, 미국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1, 347면.
221) 김유환, 미국 행정법에서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3,
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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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222) 이중 법률안의 대폭적인 증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폭증이 초래하는 문제이
고, 법률안 심사시기의 9월 정기국회에의 집중은 국회 내에서의 법률안 심사절차와 관
련된 문제이다. 입법전문가 간의 연계 및 협력의 미흡의 문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
안절차는 물론이고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에서 공히 지적될 수 있는 문제이다. 법
률안의 성격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입법절차도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심의·의결절차에서 공히 지적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분산되고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는 정부내 입법절차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효소이다. 특히 현행 정부입법절차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에서의 평가에 따르면, 입법갈등 등으로 인한 입법지연이나 입법정
체가 지적되고 있다. 즉, 입법절차의 다단계 분산으로 인한 입법추진상의 애로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정부입법절차를 통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입법절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단순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체되
어 적시에 입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단순히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을 전제로 하여 제출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되어도 실제의 집행에 마
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안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제출
되었다고 의심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법에 부처간 협의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의
첨부를 국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동일 대상에 대한 여러 부처
의 집단이기주의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사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223) 정부입법절차가 비효율을 넘어 위기상황이라
는 인식하에, 정부입법절차의 위기요인으로 다음의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표13】 정부입법절차의 위기요인

222)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69면.
223)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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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요인
정부입법절차의 소요기간

부처협의과정

입법예고기간
다양한 평가제도
당정간의 입장차이 존재

구체적 내용
입안을 제외하고 부처협의에서 대통령 재가에 이르기까지
평균 130일 소요됨
만장일치관례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운영시스템으로 협의과
정이 극히 중요
의견충돌시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작동이 미흡함
한미FTA여파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대폭 상
향조정됨 (2012년 3월 15일 시행)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이 중복
되어 평가됨
의욕적인 정부입법이 국회에서의 심의·의결절차에서 유보되
거나 좌절됨 (독점규제법, 국가계약법 등)

즉, 정부입법절차의 최소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서 적기에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없
는 문제가 우선 심각하고, 부처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입법사안에서는 부처간의 협
의과정에서 의견조정 시스템이 부족하며,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대폭 길어
졌고, 다양한 평가제도가 중복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관점에서 당정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224) 법제처는 2009년 3월 24일에 ‘임시국회 법
률안 처리 및 하위법령 조기 마련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적이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효과를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입법절차를
현재 90일에서 40일 정도로 크게 단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국회 상임위 통과 이
전 시행령 마련,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입법예고, 이견이 없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행령의 경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
심사 실시 등을 통해 하위법령의 입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0∼50일로 단축하자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법안 중 하위법령 조기마
련 대상법안으로 쌀소득보전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 개인정보보호법,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77건의 법률안을 선
정한 바 있다.225) 정부입법절차의 단계별로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
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하여 정부내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Ⅱ. 입법계획의 실효성 강화
정부의 입법계획제도는 입법정책을 통하여 도출된 입법의도를 효율적•계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정부전체 차원에서 법률안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여 국
224) 김계홍,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 법제업무발전을 위한 공청회, 2012. 4. 26, 8면.
225) 법제처,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법령 조기 마련 대책,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 3, 1면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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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입법계획제도의 기능으로는 정부정책
에 대한 사전예고적 기능, 정부입법활동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
단, 법률의 입안과 심사에 관여하는 주체 등이 사전준비와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기능, 정부입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확인·조성함으로써 갈등관리의 유용한 수단 등을 들 수 있다.226)
입법계획제도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① 관련기관간의 충분한 사전협조를 가능
하게 하고 ②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가능하게 하며 ③ 법령내용의 충실
화를 기할 수 있고 ④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⑤ 적기입법을 도모할
수 있고 ⑥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⑦ 법시행상의 마찰의 소지를 제거
할 수 있고 ⑧ 빈번한 개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227) 입법계획제도를 통한 이
러한 목표는 다소 거창한 것이기는 하지만, 입법계획제도가 긍정적인 기능과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979년에 「정부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입법추진계획제도의 실시에 관한
특별지시」228)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매년 초에 입법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각 원·부·처·청의 장은 매년초 기본운영계획과 기타업무 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중에 제정 또는 개정할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상정하여 자체 연간입법추
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입안하여야 할 긴급입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획
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원·부·처·청의 장은 자체입법추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법제처에 제출하되, 연간계획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없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나누어 2월말과 6월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입법계획의 내용에는 (가) 법령명 (나) 입법의 필요성 (다) 입법의 요지 (라) 입법 추진
일정 1. 입법시기 2. 관계부처 또는 단체와의 협의 및 청문계획 3. 법제처 제출시기
4. 국회 제출시기 5. 시행예정일 (마)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바) 관련법령 또
는 하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입법추진계획은 사안
의 경중에 따라 성안기관이나 협조기관에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책정하고 법령안의 성안·부·처·청에서는 가급적 성안초기 단계부터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90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입법
계획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1995년에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부입
법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226) 한영수,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제, 법제처, 2007. 5, 5면.
227) 성선제/유상현/방승주/유진식,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2005,
116면.
228) 국무총리 훈령 제152호, 1979년 12월 10일 제정, 1979년 12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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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학계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229), 현재 비록
문제점과 비판은 존재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하여 입법계획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즉, 입법계획은 유동성이 강한 정책내용을 사전에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므로 가변성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가변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의 수정 내지 철
회제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입법계획이 입법부인 국회의 활동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국회에 의하여 계획내용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입법계획에 대한 국회와의 유기
적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부에서도 입법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시
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입법계획의 특성상
가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
론이다. 입법계획제도는 법령안 주관기관에 의한 입법계획준수율이 높지 못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제출법률안이 정기국회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
다.230) 정부입법계획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계획
의 수정율이 높고 당초 수립된 입법추진일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빌발
하여 정부입법계획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31) 최근에 이르러서
도 국회의 관심은 당초의 입법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추궁하고 정기국회 집
중제출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 입법계획제
도가 매우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나, 사실은 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많기 보다는 입법계획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어떻든 행정부와 의회간의 마찰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부와 의회
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
처럼 입법계획에서의 의회와의 마찰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국의 입법계획위
원회는 상원 및 하원의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입법계획 전반에 관
하여 수상 및 하원의장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입법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정부의 입
법계획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내각처(Cabinet Office)에 경제·국내문제보좌
관실(Economic and Domestic Affairs Secretaritat)을 두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232)

229)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문제되는 측면은 입법활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현재 입법의 주도권을 거의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까닭에 입법부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행정부에서 국회의 법안심의능력을 고려하여 입법계
획을 수립하고 있지도 않다.” 최송화,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자, 법학, 서울대학교, 제25권 제4호,
1983, 93면.
230) 박균성, 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입법학연구 제5집, 한국입법학회, 2008, 170면.
231) 김창범,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법제연구, 제3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74
면.
232) 박영도,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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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계획제도는 ‘예측가능한 법제’와 ‘정부정책의 효율적 법제화’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입법계획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고 내실있는 정부입법계획 운용을 통해 그 실효성
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233) 정부입법계획제도의 개선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입
법계획제도에 대한 성격과 기능의 재정립, 중장기적 입법계획 강화, 입법계획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의 보완, 입법계획 주관부서의 역할 재정립, 홍보강화, 운영과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등을 들기도 하고234), 선택과 집중에 따른 중요 법률 위주의
입법계획수립, 법률안의 성숙도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연도별·단속적 계획을 중장기·
연속적 계획으로 전환, 평가를 통한 피드백 기능 강화 등을 들기도 한다.235) 또한 법
령정비사업도 입법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236) 입법계획에
포함될 입법추진대상 법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입법내용
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법내용에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입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다.237) 현행 입법계획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으로 입법계획제도에 대한 성격과 기
능의 재정립, 입법계획의 중·장기적 시각 강화, 입법계획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의 보
완, 입법계획 주관부서의 역할 재정립, 입법계획에 대한 홍보기능의 강화, 입법계획제
도의 운영과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238) 그러나 무엇보
다도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과 내실화를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의 입법계획이 먼저
정확한 입법수요 예측과 입법추진 가능성 등에 기초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무엇보
다도 정부입법계획제도에 대한 각 부처장의 관심과 그 적정한 시행을 위한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한다.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없이 법제처의 노력만으로는 정부
입법계획제도 원래의 목적달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39)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행정부 내의 입법계획의 수립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가 각 행정부처의
입법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240)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의사·입법위원회가 각 행정부처의 입법시도의 우선순위와 준비상태를 검토하여 정부
입법 프로그램 내 자리를 할당하는 등 입법계획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
여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33) 한영수,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제, 법제처, 2007. 5, 16면.
234) 박영도, 입법계획제도의 발전방안, 법제, 법제처, 2007. 5, 19면.
235) 한영수,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제, 법제처, 2007. 5, 17-18면.
236) 박균성, 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입법학연구 제5집, 한국입법학회, 2008, 170면.
237) 박윤흔, 대한민국 법제 60년과 법제처의 역할, 법제, 법제처, 2008. 8, 27면.
238) 박영도, 입법계획제도의 발전방안, 법제, 법제처, 2007. 5, 43면 이하.
239) 김대희,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평가와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의 방향 및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제1호, 2009, 187면.
240) 박영도/홍의표,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12, 8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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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되고 있고, 여야간 정권교체의 경험
도 있다. 대통령은 자기의 임기 5년 동안에, 계획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추
진하게 된다. 대개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초기에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의제 등을 중심으로, 사안의 중요성과 완급에 따라 5년간의 ‘대통령입법계획’이 만들
어질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단년도 중심의 정부입법계획은 일정한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대통령 5년 임기를 아우르는 중장기 입법계획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고 그 직에 취임한 것이므로, 비록 부처에서 추진하기
는 하지만, ‘대통령입법계획’이라는 표제로 관리하게 되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정부
입법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5년을 주기로 하는 대통령의 입법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입법전문가의 양성 및 기관간의 협력강화
1. 법무담당관
행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법무관련업무를 수행하고 법령입안 등의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하여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다. 법무담당관은 각 부처의 최일선에서 법제업
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즉, 법무담당관은 해당 부처의 법
령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처
내에서 입법을 상대적으로 힘없는 과단위나 계단위에서 주도하고 해당 부처에 이제
막 전보되어온 신참과장이나 계장이 입법안작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정책지
침을 정당화해주는 프로젝트는 셀 수 없이 발주하면서도 정작 핵심적 결과물인 입법
안의 설계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원인이기도 했다. 현재의 인력규모와 조직
의 위상으로는 입법안의 설계는 행정부처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일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제담당부처와 각 부처의 담당조직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241) 법무담당
관의 경우 입법절차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직급을 상향 조정하든가 인사운영상 선임과장으로 보하고 경력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법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보임하거나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보좌인력도 경험이 없는 초임자를 배치시킬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
부할 뿐만 아니라 그 부처의 정책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동시에 법제업무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자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42) 각 부처내 입법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각 부처 스스로가 법제처에 앞선 1차 심사기관으
241) 선정원,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법제, 법제처, 2005. 4, 56면.
242) 이권우/유병훈/한상우,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98-99
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연구논문,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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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역할하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243) 이렇게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에 대
한 전문성을 축적한 이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
다.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제 하에서는 축적된 전문성이 법제업무에 지속적으로 반영
되지 못한다. 행정부 내의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무담당관
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244)

2. 정부부처간의 법제 협력의 증진
하나의 법률에 한 부처의 소관사항만을 담을 수는 없으며, 여러 부처의 소관사항이
한 법률에 같이 들어 있는 법률이 늘어가고 있다. 여러 부처의 소관사항이 들어있는
법률의 입법에는 당연히 정부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 입법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복합법안(Omnibus Bill)의 증가이다. 여러 사안이 한 법률에 통
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내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하
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관련된 것이다.245)
복합법안이 증가하고 한 법률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안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소관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조급하게 추진하는 나머지 부
처간의 사전협조와 관련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함으로써, 법령내용의 미흡,
타 법령과의 상충, 법제처의 통일성 결여, 시행상의 마찰과 빈번한 개정 등 문제점
을 야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법제업무 협력
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산업 규제법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생명공학자들이 향
후 연구방향을 잡는데 큰 애로를 겪은 적이 있었으며, 농어촌 주민의 복지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거의 동시에 제출되어 상임위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적도 있었다.246)
정부내 입법절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내의 효율
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동 규정은 “정부입법정책

243) 신상환, 정부입법과정의 발전적 법제화방안, 외국법제정보 통권 제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245면.
244)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62면.
245)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468면.
246)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6,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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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의 심
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하여 ①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②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③ 조세의 감면 여부 ④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⑤ 정부조직
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⑥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⑦ 입법정책상 부
처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소관
부처의 장 및 국무총리실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제처 훈령으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은 “정부 주요 정책의 이행을 위한 입법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입법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
하여 법제처에 두는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동 훈령 제3조에 따른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14】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업무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관리, 경제위기 극복 등 정부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의
관리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법률안의 조정
국회 등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법률안의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그 밖에 정부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3.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나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처에 설치한 협의회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법령
안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협
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정부입
법정책협의회에서는 ①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②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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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
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 제2항) 등을
협의한다.
1979년에 「정부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입법추진계획제도의 실시에 관한
특별지시」247)에서도 이미,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법령에서 규
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법령의 수가 많아지고 집행상 혼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
고,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령과 유사법령을 여러 기관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제정·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처 가급적 일괄 입법 또는
동시 입법이 되도록 할 것을 각 정부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법령
또는 하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 관계법
령 또는 하위법령으로 정할 주요내용을 아울러 검토하여 적정한 법령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발의되면 법제처에서 의원입법이 발의된 사실 및 의원발
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통보를 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정하도
록 되어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조정이 어려운 의원입법안에 대하여는 국무조
정실에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입법정책협회의를 통하여 입법에
관해서 행정부 내의 의견을 통일시켜 국회에 행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통일된 의견제시를 위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제처를 거쳐서 의견을 제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48) 더 나아가 정책조정을 위한 기관간
협의절차는 현재보다 훨씬 정교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기존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입법정책을 협의하는 기구이지만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업무를 가진 정부의 입법정책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처장이 입법정책협의기구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등
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며, 정책사안에 따라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협의체
에서는 주로 입법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갈등이 노정된 사안, 국회에
247) 국무총리 훈령 제152호, 1979년 12월 10일 제정, 1979년 12월 31일 시행.
248) 전학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부재로 인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6집 제3
호, 공법학연구, 2008,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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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부입장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한 정책조정을 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249) 현재의 규정과 제도만으로는 법령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므로, 법령안 심사서 제출시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
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250)
정부 입법절차에 있어서 부처 간에는 부처이기주의 내지는 부처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입법절차 초기단계인 법안 초안의 작성단계에서 긴밀한 협의가 필
요하다. 영국의 경우에 의사·입법위원회가 해당 법안과 관련한 정부부처가 모여 의견
을 조정하고, 입법담당관이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정책내용과 관련한 조
율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경우에, 정부가
통일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를 원활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정
부입법정책의 협의에 해당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관한 여러 개선방안이 나와 있지만, 입법절차에서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혼선과 사전의견조율의 부재로 인한 입법지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실질화 또는 기능강화가 요청된다.

4. 정부와 국회의 협력 강화
국회의원이 의원발의 법률안의 형식으로 특정 부처의 입장이 반영된 법률안을 발의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간에 서로 다른 의
견이 표출되고, 정부부처 간에 갈등 및 법랑 공포 후 하위법령 마련 및 집행 등에 있
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입법이 지연되며 입법이 무산되기도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여
러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
부부처 간의 입장차이와 법 집행 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의하는 경
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는 예산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만 정부와 협의를 하거
나 의견을 듣지만,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에도 행정부의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51)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사전에 집행가능성과 다
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률안을 제정·개정한다면 입법절차와 입법결과물의 효
249) 김유환,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7. 11, 69면.
250) 박균성, 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입법학연구 제5집, 한국입법학회, 2008, 176면.
251) 신상환, 의원입법 지원방안 및 국회와의 협조체계 강화방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2011년 한국공
법학자대회, 2011, 48-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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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252) 이러한 입법절차에서의 정부와 국회의 협력강화는 정
부부처 간의 협의없이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각 부처가 하위 행정입법 제정 및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Ⅳ. 사전입안지원제도의 확대
1. 사전입안지원제도의 의미와 내용
법제처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위한 중점
적인 법령안이 보다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 등이 긴밀하게 연계･협조하
여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입법이 되도록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
한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53) 1979년에 「정부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입
법추진계획제도의 실시에 관한 특별지시」254)에서도 이미 “오늘날 국가업무가 확대되
고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정부정책수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는 그 법령이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갖추고 관련된 타 법령과
의 통일적 체계를 이루도록 정부차원에서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사전검토
를 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전입안지원’ 제도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안의 품질
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 선진화(입법시스템 개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즉,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하여 “사전입안 등 입법절차 모든 과정에 걸쳐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화에 기여”하는 것이 사전입안지원제도의 추진목표라고 설명
하고 있다.255)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첫째로는 ‘주요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추진’으로서,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법제 전문가가 입안단계부터 국회 제출까지의 정부입법과정과 국회 심의과
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추진
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입법시스템의 개
선’으로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국정과
제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잡한 입법절차로
252) 전학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부재로 인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6집 제3
호, 공법학연구, 2008, 287면.
253) 한상우, 법제도 선진화와 추진방향, 법제, 법제처, 2010. 11, 26면.
254) 국무총리 훈령 제152호, 1979년 12월 10일 제정, 1979년 12월 31일 시행.
255)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추진전략과 성과 I, 2011.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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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입법 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사전적·입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
축으로 입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256) 그간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법률안의 입안 자체가 지연되거나 법리적 쟁점 검토가 늦어져 입법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법안 담당자의 법제 전문성
부족 및 법령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
다. 2010년 12월에 2011년도 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시 사전 법적 지원 제도의 필요
성에 대해 보고하였고,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 부처 대상 사전입
안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입안 지원대상 법안 25건을 확정하였으며, 이후에 4
건이 추가되어 2011년 11월 현재의 지원대상은 29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전 법적
지원제도 담당부서는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이며, 5급 1명이 다
른 업무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제처의 사전입안지원 대상 법령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입안지원 대상법안을 확정하고 있다. 사
전입안 지원대상 법안은 “주요 국정과제 해당 여부, 법령 입안의 난이도, 입법절차 추
진시 예상되는 어려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법제처에 의한 사전입안 지원대상
법안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15】 사전입안대상 법안 선정기준 예시
기준
주요 국정과제

주요 고려사항
● 공정한 사회 구현, G20 후속조치 마련, 녹색국가 선도 등 주요 국

해당 여부

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가?
● 제정 법안 인가, 일부개정 법안 인가?
● 일부 개정 법안인 경우 개정분량과 난이도는 높은가?
● 정형화된 입법례가 없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입법으로서 입안을

법령 입안의
난이도

입법절차 추진시
예상되는 어려움

●
●
●
●

위한 선행 연구가 필요한가?
법리적 쟁점사항이 있는가?
법안내용과 관련되는 부처나 이해관계인이 많은가?
법안의 입법추진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가?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가?

※ 출전 :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추진전략과 성과 Ｉ, 2011, 60면.

2. 사전입안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하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의 정부입법 과정 전반과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입안 지원 및 법적 검토·자문 등을 하는 법
256) 법제처 사전입안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 –입법시스템 개선을 통한 법제도 선진화 과제로 추진-, 법
제처 법제도선진화 담당관실, 2011, 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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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사업을 최초로 도입·실시하고 있는데, 사전입안지원대상 법안으로 선정되는 수
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사전입안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11년 2월에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을 선정하였다. 사전입안지원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대상법안의 수는 많지 않았다. 향후 사전입안지원제도의
실무상의 장점을 중심으로 하여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전입안지원사업에는
입법관련 연구소, 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수탁사업자가 참가하였다. 다만,
사전입안지원에 로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로펌에 의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사전입안지원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사전입안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다 보니
수행과정에서 법제처와 수탁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입법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법적 지원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
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사전입안지원의
성과평가와 수탁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사업이 정부입법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성공적
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입법에 대한 전
문적이면서 실질적인 사전입안지원의 실현이 필요하다. 법제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지원을 통해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의 품질
도 크게 향상되도록 해야 하고, 수탁사업자와 법률안추진부처간의 유기적 관계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앞으로의 사전입법지원과정에서 연구수탁자와 부처, 법률안 관련 국민
이나 기관, 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극적 정책반영으로의 법률안 형성이 필요하
다.257) 전문가 집단의 활용은 국민의사 수렴의 측면에서 보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국민의 의사반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입법수요를 적기에 파악하여 법률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다.258)

Ⅴ. 입법절차의 단순화
1. 정부입법절차 규정의 제정
현재 정부의 입법절차를 규율하고 정부 입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
257) 고인석, 토론문, 녹색법제에 대한 사전입안지원,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 2011. 12. 8, 3면.
258) 이성환, 21세기 한국입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5집, 한국입법학회, 2008,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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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여러 곳에 산재(散在)되어 있다.
【표16】 입법절차의 법적 근거
입법절차

법적 근거

당정협의절차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규제심사

행정규제기본법

법제심사 및 부처협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의 공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규정, 관보규정

행정입법 국회통보

국회법

정부 내에서 입법절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율
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정협의절차는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조업
무 운영규정」에,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법제심사 및 부처협의 등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법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
포에 관한 법률」과 「관보규정」에, 행정입법을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행정입법 통보제도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행정규칙의 발령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59)이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함
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법제처의 법제기능 및 법제지원·조정기능의 재편성은 법제처 업무의 패러다임을 전
환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제도적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법제
처의 문제의식과 업무방식, 직장문화, 교육훈련 등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입법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입법에 관한 사항을 모두 통일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정
부입법의 절차와 정부입법에 관련된 정책조정에 관해 규율하여야 할 것들은 이를 별
도의 독립된 규범으로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간편하고 적절하다.260)
259) 대통령 훈령 제248호로서 2009년 4월 23일에 제정되고 2009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60) 정부입법에 관한 규범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①정부입법계획 및 그와 관련한 정책조정 ②정
부입법정책조정협의회에 관한 규정 ③정책조정협의체에 대한 법제처의 참여 ④법제처와 국회,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인력 상호간의 상호교류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입법협의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및 전자정부적 구현방식 포함 ⑥입법영향평가와 관련 정책분석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 – 국회의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의견제출권 등 포함 ⑦법령안 심사 및 조정의 일반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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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정부입법에 관한 규범의 체계
구분
1. 총칙

주요 규율내용
법률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부처입법계획 수립

2.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 수립
중기입법계획 수립
입법 우선순위 조정
정부입법정책조정의 원칙과 방법

3. 정부입법정책조정위원회

정부입법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부입법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법령안 심사절차 일반

4. 법령안 입안·심사 및 조

입법협의(consultation) 절차

정

하위법령 적기정비
법령안 조정
입법정책홍보의 원칙과 방법

5.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국민참여의 원칙
국민참여에 의한 입법절차의 적용대상, 방법
갈등사안에 대한 법령심사위원회 구성방법
입법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6.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법제처의 협의 및 모니터링
입법영향평가와 관련한 입법정책조정의 원칙과 방법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7.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와 조정

법률안 국회 심사시 협조
부처입법과정 단계에서의 법제처의 조정과 협의
국회 제출 정부입법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의 표명

8. 법제정비와 개선

9. 법령해석

법제정비 추진절차, 방법
법제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법령해석 절차 및 유의사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0. 보칙

차와 방법 등 ⑧국민참여적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갈등사안에 대한 법령심사위원회 구성 등 포함
⑨입법에 관한 정책조정의 원칙과 방법 ⑩법제정비와 개선 ⑪법제와 관련된 정책홍보의 원칙과 방법
⑫정부의 법령해석과 법령해석심의회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김유환,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7. 11,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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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 김유환,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
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7. 11, 64면.

현행 법령과 연관시켜 본다면, 현재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률
로 격상하고, 현행 행정절차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정부입
법과정에 관한 중요내용을 모두 종합시킴으로써, 정부의 입법과정을 합리화하고 법제
업무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가칭 ‘정부입법절차법’을 제정하자261)는 제안도
있다. 정부입법에 관한 규범을 제정한다면 정책입안 및 법률초안 작성단계부터 공포
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절차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성하면 보다 효율적
이고 종합적인 법률이 될 것이다. 현재 법률의 공포에 관해서만 「법률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공포에 관한 내용도 ‘정부입법절차법’에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은 관보를 통하여 공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관한 공포는 법령관보를 일반관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발간할 필요도 있다. 현행 행정
절차법에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도 ‘정부입법절차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법률의 유기적인 연관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법절
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정부입법절차법’은 그 내
용과 특성상 법제처를 소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2. 복잡한 입법절차의 단순화
정부제출 법률안은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15단계 이상의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입법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제출 법률안의 복잡한 입
법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와 비교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의원실에서 법률안을 작성한 후에 바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
여 발의하면 된다. 법제실에 법률안의 입안을 의뢰하거나 법제실에서 법률안을 심사
하는 절차는 의무적이 아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처럼 ‘부처
협의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관계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가 없다.
정부가 제출하려는 법안의 경우에 정부 명의로 제출하지 않고 의원이 발의하는 것처
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소위 ‘우회입법’, ‘청부입법’ 또는 ‘절차회피적 법률안’이라
고 부른다. 실제에 있어서 정부제출이면서 국회의원의 이름만 빌리는 이른바 ‘차명 및
대명발의’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상당한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

261) 성선제/유상현/방승주/유진식,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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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 보다 국회의원이 발
의하는 법률안으로 하여 의원발의의 입법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을 상대적으로 경
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262) 이러한 법안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특성
상 정확한 집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가 번거롭고 까
다로우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표18】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에 비교한 다단계의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절차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의원 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

법률안 작성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법률안 작성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
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관계국
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상임위 의결 – 법사위 의결 – 본회의 상임위 의결 – 법사위 의결 – 본회의
의결 – 법제처 이송(재의요구 검토) - 의결 – 법제처 이송(재의요구 검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법률 공포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법률 공포

정리를 하자면,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에 비하
여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정부는 의원에게 부탁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형식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법률안 입안절차와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절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법률안 입안절차와 법률안 확정절차
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법업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산되어 수행됨으로써 입법절차가 복잡해지고 입법
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263) 이러한 정부 입법절차의 복잡성 및 상대적으로 국회
입법절차의 간편성에서 야기되는, 정부 입법절차와 국회 입법절차의 비대칭성은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Ⅵ. 통합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1. 현재의 법령평가 제도

262)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6. 2, 7면.
263) 김성호,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7,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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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 정책과 법령의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첫 관문이 법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인 입법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서도
제일 먼저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가 제시되고 있다.264) 이러한 이유로
그간 정책이나 법령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
등영향평가･규제심사 등 몇 가지의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 입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이 분산 수행되어 각 부처 등 법령
주관기관의 부담이 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문제도 자주 발생하여
정책의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분석이 있다.265) 이러
한 복잡하고 중복된 평가는 본래 각 평가제도의 취지에 상응하는 유익을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입법절차의 지체를 초래하여 오히려 입법절차의 효율화에 역행하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절차에는 이러한 많은 평가가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평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자조적 반성도 등장하고 있다. 각종 법안평가제도
의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절차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고 이러한 다양한 평가가 수행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절차에서의 평가제도는 특정분야에
국한된 평가로서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즉, 다양한
평가가 산재할 뿐이지 통합적인 평가제도는 없다는 점이다. 법령의 영향이나 효과 등
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 법령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266) 독일의 경우에도 오랜 동안에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연방정부의 차원에서는 2006년에 국가규범평가원을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기타 주요국의 경우에도 복잡
한 평가제도를 두어 입법지체를 초래케 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
하고 중복된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각 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입법절차의 효
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19】 다양한 평가제도

264) 김동환/서용석/송영조, 미래예측결과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국
회입법조사처, 2010, 175면.
265) 김성호,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6. 27,
71면.
266) 홍완식/윤계형/김주찬/박통희,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
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2,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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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종류
규제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의 영향분석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법령의 입법으로 인한 재정소요 추

계
「국회법」 제79조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법령 등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분석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별영향분석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평가
갈등영향분석
정책통계기반
평가

평가의 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검토
법령과 계획·사업 등이 여성의 권익
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령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
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갈
등영향분석을 실시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정책집행에 필요한 통계방법 구비

법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
사절차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규제심사의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을 요하기 때
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입안하였으나 의원이 발의하는 형식
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하여 사회·경제상의 자율
과 창의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사절차는 필요하고 중요하
다. 그러나 규제심사제도의 문제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
향분석서를 각 부처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영향분석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267) 또한 대부분의 규제개혁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규제였으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제들은
정치논리에 가려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도입의 정책적 당위성만을
반복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규제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규제개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규제
영향분석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안건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인력으로는 규제개혁분석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규제개혁심사의 균형성결여와
규제개혁의 기준정비 등 제도화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68) 특히, 모든 법령
을 사전규제심사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규제심사업무가 폭주하고 입법지연의 중요한 사
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심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규제심사에
267) 전학선/허동원/홍완식,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방식에 관한 연구, 연구보
고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7, 11면.
268)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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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269) 규제완화가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다수의 부처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와 중복규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270) 보다 심각한 문제는 원래
규제심사는 정책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로 비용효과분석 등 합목적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기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하여 결국 형평성이나 실현가능성 등 법리적 문제를 따지게 되고 주구체계 등 법
령안 심사의 고유요수까지 규제심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중
복된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271)

2. 통합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안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저하라고 하는 최근 경향은 입법평
가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입법평가가 논의된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는 양적으로 팽창
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된 입법을 효과적으로 예방․억제하기 위함이다.272) 즉, 법률안
의 제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법률안을 현재의 법률안
심사 시스템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원을 가지고는 대응하
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제출된 법률을 사전에 평가하
고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한다면 법률안 심의와 의결의 효율성
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부제출법률안의 국회제출이전 심사절차가 엄격함에 비하여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사절차가 수월하기 때문에 우회입법, 청부입법이라고 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선 또는 교정하기 위해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의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다.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은 그 절차 가운
데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입법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해조정
및 갈등예방에 있어서도 요긴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273)도 있다. 이러한 입법평가제도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와 실무자가 지지하고 있다. 이성환은 입법과정에 있
어서 국민참여의 한 방안이자 객관적․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274) 박수철도 입법평가도입문제를 의제로 하여 국회 내외에서 활발

269)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정책백서 - 참여정부 규제개혁을 말하다, 2007, 158면.
270) 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 2011, 213면.
271) 박윤흔, 대한민국 법제 60년과 법제처의 역할, 법제, 법제처, 2008. 8, 29면.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
실은 차관회의의 의장을 맡기 때문에 법제처심사에서 규제심사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될 경우 차관회
의 상정에 앞서 그 내용을 일일이 해명하여야 하는 등 법제처의 심사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된다고 한
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규제심사기법을 개발하여 법령안 심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장기적
으로는 규제심사도 법제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72)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3면.
273) 김유환, 입법과정에서의 갈등해결 : 한국의 상황과 문제점, 법학논집 제14권 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218면.
274) 이성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국민대학교, 2009,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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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와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우리의 입법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입법평가의 도
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75) 임명현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법률
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함은 물론 법률의 사후평가
를 통해 실제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입법평가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276) 김준은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으로서 의원입법
의 질적 제고, 규제법률의 품질 제고, 입법부의 책임성과 정당성의 제고를 들고 있
다.277) 김기표는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개별적 평가제도들을 하나의 평가제도에 통합함으로써 복잡하고 단편적인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포괄적·체계적·종합적인 통합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278) 최윤철은 현대국가에서 입법자는 과거의 수동적 존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적
극적 입법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예
측, 입법과정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평가, 그리고 이에
기초한 법률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279) 고인석은 입법평가를 통해서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의 책임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280) 이러한 지적은 박균성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전용주나 차현숙도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281) 홍완식은 법률안 특
히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의 헌법적합성, 법체계적 정합성, 재정적 수요, 경
제적․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입법영
향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82) 또한 약간 다
른 맥락이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회에서의 규제심의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283) 강장석은 입법평가제도
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여건조성이 필요하고 입법평가제도가 입법의 지연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84)
275)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 2011, 641면.
276) 임명현, 입법관리의 실태 및 효율화 방안, 법제연구, 제27권, 한국법제연구원, 2004, 233면.
277) 김준,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입법학연구 제7집, 한국입법학회, 2010. 12, 94
면 이하.
278) 김기표, 입법평가제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254면.
279) 최윤철,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공
법학회, 2005. 5. 15-20면.
280) 고인석,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220면.
281)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10, 169-199
면; 박균성,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485
면 이하; 전용주, 입법 이전단계서부터 ‘좋은 법’ 만들 장치 마련, 국회보 통권 512호, 국회사무처,
2009. 7, 100-103면;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법연 Vol. 7, 한국법제
연구원, 2010. 7.
282) 홍완식,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 법률안 제출 이전 단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국회입
법조사처, 2008. 12. 99-101면.
283) 전국경제인연합회, 의원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절
차를 중심으로 -, 규제개혁시리즈 4, 2010. 10.
284) 강장석,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의정연구회, 2010,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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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영향평가의 통합방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행 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제도의 관계를 고려하
여 제시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으로는 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대․개정하는 방안, ② 규제영향분석제도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제도를
공존하는 방안 Ⅰ, ③ 규제영향분석제도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제도를
공존하는 방안 Ⅱ, ④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입법평가제
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285)
가.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대･개정하는 방안
제1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대･개정하자고 하는 견해이
다.286) 이 견해는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제
도는 기본적으로 같은 제도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계 국가
의 제도(규제영향분석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를 새
롭게 논의하거나 제도화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대․개정하자는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정부입법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대･개정하는 방안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상대적으
로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
지 않는 한, 이를 확대한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성공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규제영향분석을 확대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후에 법제처의 법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가·심사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
는다.
나.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평가제도가 공존하는 방안

285) 이하의 내용은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24-27면과 김수용,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21-24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286) 정창화 교수는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 를 규제영향분석으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나
라의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정창화, 단계별 규제영향분석의 제도화 방안, 한국행정
연구원, 2004 참조. 그러나 다른 글(정창화,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GFA 평가
방법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 2호, 2007. 8.에서는 입법영향평가 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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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평가제도가 공존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심사절차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방안
이기 때문에, 공존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공존형으로서 제2안은 규제영향분
석제도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제도는 공통된 요소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87) 공존형으로서 제3안은 정책
평가인 규제영향분석제도 등과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는, 정책에 대한 평가
와 법률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평가의 객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88) 그러나 공존형의 방안처럼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평가제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게 된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요소를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방법과 대상을 변경하여, 공존보다는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을까 한다.

다. 통합형 입법평가제도 방안
제4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입
법평가제도로 통합하자는 것이다.289) 특히 현행 제도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분리
하여 규제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받고 법제심사를 법제처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심사와 법제심사가 엄격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규제심사
를 받은 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제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규제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다시 규제심사를 받고 법제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비효율적
인 측면이 나타나게 되므로 규제심사를 법제심사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290)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연방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입법절차
에서 정보규제국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미국 정보규제국에
287) 홍준형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에 다양한 사전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평가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입법평
가를 동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의 특별한 경우로 보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특별법에 의한 입법평가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를 면제하거나 가능
한 경우 입법평가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평가중복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
지, 회피할 수 있게 하자고 하고 있다. 홍준형,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
처, 2006, 65-68면.
288) 장병일 교수는 규제영향분석제도나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정책평가로서 개별 정책평가의 결과 만들어
진 집행력의 객관화된 법률(안)에 대한 평가인 입법평가와는 평가의 객체가 서로 상이하다고 한다.
장병일,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채무자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
여, 한양법학 제19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08. 10, 211면.
289)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20면; 한상우/강
현철/류철호,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
원, 2008, 93면, 113-118면; 박균성,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한
국토지공법학회, 2009, 490면.
290)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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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법제와 규제의 통합심사는 우리와는 달리 의회 제정 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평가제도가 산재해 있는 미국에서도 규제심
사와 법제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법령심
사에는 규제심사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합하여 수행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처럼, 법령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등 여러 관점에서의 다면화되
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영향평
가･규제심사와 같은 중복되고 복잡한 평가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291) 여러 평가
가 중복되다 보니 중복평가, 평가간 연계성 결여, 입법의 지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92) 각종 평가제도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령심사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심사에 있어서 신속함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통합형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법령심사에 있어서 신중함도 도모할 수 있고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으로 인하여 보다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
한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하자는 주
장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제4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이
미 분야별로 제도화되어 있는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단기간에 입법평가제도로 통합하
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Ⅶ. 신속한 입법절차제도 도입
1. 입법절차의 신속으로 인한 효율 증대
입법과정의 효율성이라고 함은 입법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지 않고 적정한 심
사과정과 심사기간 내에 완료되어 적절한 시기에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을 의미
한다. 입법은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입법에 의한 국가적 효력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법적 안정성
이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293) 그러나 입법효율성이란 단순히 법안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
는 개념인데, 하나는 정책과단성(decisiveness)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안정성(stability)
291)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 제3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2, 33면.
292) 박균성, 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5집, 한국입법학회, 2008, 173
면.
293) 박인수, 입법지연 및 갈등극복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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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책과단성은 필요할 때 정책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며, 정책안정성은
주어진 정책을 너무 자꾸 바꾸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94)
현대의 입법수요는 국민의 다종다양한 입법의 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입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입법절차의 효율성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
성과 아울러 중요한 요소이다.295) 즉, 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은 법률의 입법이 필요할
때 실기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의 입법이 필요하
지 않을 때는 법률안을 폐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대개 입법절차의 효율성은 필요한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입법절차는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와 통합되지 못한 심사·평
가제도로 인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별히 입법갈등이 있는 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이나 효율과는 거리가 멀다.
신속한 입법절차는 정부내 입법절차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내 입법절차는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절차이고, 국
회에서의 입법절차는 제출된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심
의·의결하는 절차이다. 법률안의 입법기간을 법률안의 입안단계(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구상하고 성안하는 단계)부터 법률안의 공포기간까지 설정하게 되면 사실상
그 기간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그 기간을 앞서 제시한 법률안 처리기
간으로 하게 되면 적어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법률안 입법기간의 처리기간을 분석해보는 실익은 ① 법률
안을 심의하면서 소요되는 기간의 대상을 알 수 있고 ② 이를 다시 발안자별로 세분
하여 분석하게 되면 그에 따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296)

2. 정부내 입법절차에서의 신속성
가. 정부내 법률안 입안절차에서의 소요기간
입법의 필요성 즉 입법수요가 발생하면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안절차가 진행
되는데 이를 정부제출 법률안 입안절차의 소요기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내 법률안
입안절차에서의 소요기간은 통계의 시점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안의 입
안에서부터 국회제출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5개월에서 7개월이라고 본다. 법
294) 김욱, 민주정치제도와 국회, 정치정보연구 제11권 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63면.
295) 이한규,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의 국회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입법평가연구 제1호, 한국법
제연구원, 2009, 221면.
296)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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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안의 입안에 약 30-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에 약 30-60일, 입법예고
에 약 40일-60일, 규제심사에 약 15-20일, 법제처 심사에 약 20-30일, 차관회의에
약 7-10일, 국무회의 심의에 약 5일, 대통령재가 및 국회제출에 약 7-10일이 소요된
다고 한다.297) 정부내 입법절차의 소요기간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0】 정부내 입법단계별 소요기간
입법단계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및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법률공포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30-60일
30-60일
40-60일
15-20일
20-30일
7-10일
5일
7-10일
30-60일(장기간 계류되는 경우는 예외)
5일
3-4일

입법예고기간의 변경으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60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
만, 정부 내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개 약 5개월에서 7개월로 보고 있다. 법
률안의 입법기간을 제외하고 부처협의에서 대통령의 재가까지는 평균 130일이 소요된
다고 한다.298) 이러한 입법절차에서의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것이니, 입법사안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정부 내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부처간 협의절차에서 부처간 의견의 대립이 있는 입법사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간 의견이 대립이 없는 입법사안의 경우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는 하지만, 큰 편차를 발생시키는 절차적 요인은 없다. 그리고,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의 단계는 국회 내에서의 입법절차를 의미한다. 장기간 계류되는 경
우는 예외로 하면, 이 단계에서의 소요기간을 약 30일에서 60일로 보고 있다. 국회
내에서의 입법절차를 위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의 임기별로 입법절차의 소요기간을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2.1일로 조사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경우에는 64.77일이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경우에는 69.33일,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경우에는 159.42일이었다.299) 누가
297) www.moleg.go.kr 2012년 8월 27일 방문.
298) 김계홍,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 법제업무발전을 위한 공청회, 2012. 4. 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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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가 및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국회입법절차에서의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 내 입법절차에 관한 제도변화는 그리 크지 않
음에도 평균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을 보면 입법소요기간은 제도환경의 문제가 아닌 입
법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입법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입법지체
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2008. 2) 이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처리현황은 총 1,688건이 제출된 가운데 1,273건(75.4%)이 국회를 통과
하고 415건(24.6%)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계류 중인 정부입법 415건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1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6건),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14건), 인·허
가 선진화 및 국민불편법령 개폐(50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49건), 그 밖의 제

도개선(285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입법추진 단계별 국회 계류법안 현황과 부처별
국회 계류법안의 계류기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300)
【표21】 입법추진 단계별 국회 계류법안 현황
구분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본회의

법사위

상임위

합계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1
0
0
6
1
8
2
1
5
0
0
36
1
0
0
0
0
1

1
16
19
1
1
27
17
26
16
11
20
33
18
19
1
18
22
1
1
10
14
2

1
18
19
1
2
27
17
32
17
19
22
34
23
19
1
54
23
1
1
10
15
3

299) 신현기, 대통령법안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300) 법제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 계류 중인 정부입법 현황, 2012. 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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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1
0
0

2
1
3

3
1
3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 법안)

0

9

40

49

합계

2

73

340

415

【표22】 부처별 국회 계류법안의 계류기간 현황
계류기간

6개월 미

6개월-1

소관부처

만

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 법안)

0
6
9
1
1
12
6
14
9
13
20
11
9
11
0
9
4
0
0
3
4
0
0
1
1
0

합계

144

1년 이상

합계

1
2
2
0
1
10
8
12
3
2
0
3
4
1
0
24
8
0
0
1
0
0
1
0
0
0

0
10
8
0
0
5
3
6
5
4
2
20
10
7
1
21
11
1
1
6
11
3
2
2
0
49

1
18
19
1
2
27
17
32
17
19
22
34
23
19
1
54
23
1
1
10
15
3
3
3
1
49

83

188

415

법안의 미통과 사유별 현황은 법안처리의 소요기관과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 주목할 만
하다. 특이사항이 없는 법안을 제외하면 미통과 사유의 유형 중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은 심
사의 우선순위가 낮은 법안이다.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발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발의되는 법안 중에는 심사의 우선순위가 낮은 법안의 미통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야간 대립법안이나 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법안을 합하
여 갈등법안 내지는 쟁점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둘을 합하면 11.3%를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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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미통과 사유별 현황
미통과 사유의 유형

건수(건)

비율(%)

여·야 간 대립 법안

13

3.1

쟁점에 대한 이견 법안*

34

8.2

관련 법안과의 연계심사 필요 법안

34

8.2

심사의 우선순위가 낮은 법안

58

14.0

순수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법안

49

11.8

3개월 이내 국회계류 단기 법안

49

11.8

특이사항 없음**

147

35.4

그 밖의 사유***

31

7.5

* 쟁점에 대한 이견 법안은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규
제형평제도에 대한 일부 의원의 이견 등 특정 쟁점에 대한 이해집단 및 의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견 법
안을 말함.
** 특이사항 없음에는 개정내용의 중요성·난이도에 비추어 정상적 입법 소요 기간(6개월 미만)으로 판단되는 법안
(79건), 특별한 반대 없이 국회 및 정치일정 등으로 지연되는 법안(69건)으로 구성
*** 그 밖의 사유에는 대법원 최종판결 대기, 공청회 개최 준비, 국회 지적에 대한 후속대책 준비 등 국회심사를 위한
절차적 장애요인 등이 포함됨.

[국회 미통과 사유 분석]

여야간 대립:

쟁점에 대한 이견:

13건(3.1%)

34건( 8.2%)

기타: 31건(7.5%)
관련 법안과의
연계심사:
34건(8.2%)

특이사항 없음:

심사의 우선순위가

147건(35.4%)

낮음: 58건(14.0%)

단기 계류:

순수알법: 49건
(11.8%)

49건(11.8%)

제18대 국회 기간(2008. 6 – 2012. 5) 중에 정부는 총 1,6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중 690건이 가결되어 40.8%의 가결율을 보이고 있다.301) 제18대
301) 가결된 690건의 법률안은 원안과 수정안을 합친 건수이다. 폐기된 법률안의 경우에도 ‘대안반영 폐
기’와 ‘폐기’로 구분되는데, ‘대안반영 폐기’는 대개 의원발의 법률안과 합하여 위원장의 대안으로 발
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반영 폐기’된 법률안을 가결된 법률안으로 본다면,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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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996건의 법률안 중 대안으로 반영되지
도 못하고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법률안은 398건이다.302) 불요불급한
법안이라면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면 되겠지만,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라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의 대책마련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부내 입안절차의 신속성 강화 방안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관련법령으로서 부처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
상설적으로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법령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각 정부부처의 다양
한 혹은 상반된 의견들이 법안심사에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율된
의견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303) 현재 입법에 관해서 총괄적인 조정기능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간 협의가
원활하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장기적인 국정과제에 대해 긴 안목으로 함께 연구하
고 협의하는 기구를 많이 만들어 정책조정의 실질을 기할 필요가 있다. 총괄조정기구
로서의 국무조정실의 기능을 현재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304) 부처간
이해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법제처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있다.305) 우리나라의 정부내 입법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부처간의
의견대립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입법이 지연되거나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상설적·비상설적·종합적·특별 입법조정기구를 잘 조합·선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입법에 관한 부처의 의견이 잘 조정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입법절
차에서의 가장 큰 비효율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제정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예외적으로 급박
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평상시에 요구되는 입법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지는 입법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306) 전술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통상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적다(routine and noncontroversial)”고 생각되는 행정규칙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처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비논쟁적인 법안이나 민생법안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합리적일 수 있다. 즉, 통상절차와 신속절차의 투트랙으
결율은 76%이다.
302)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2012년 8월 30일
방문.
303)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10, 190면.
304) 김유환, 입법과정에서의 갈등해결 : 한국의 상황과 문제점, 법학논집 제14권 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218면.
305)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10, 190면
306) 성선제/유상현/방승주/유진식,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5,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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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입법절차를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어차피 국회에서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적이
고 논란이 없는 법률안의 정부내 입법절차에서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진행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평가제도는 다
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입법의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포
기할 수 없지만, 다양한 평가제도를 단순화하여 평가의 취지를 기하면서도 효율을 저
해하지 않는 통합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3.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신속성
가.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소요기간
국회 입법절차의 첫단계는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것이며 끝단계는 법률안
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하여, 1224건의 전
체법률 중 70%인 863건의 처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1224건의 전체법률 중 30%
인 361건의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다. 이중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소요된 법률은 전체 법률의 16%(190건/1224건)이고, 1년 이상이 소요된 법률이
14%(171건/1224건)이다. 70%에 이르는 법률이 6개월 미만에 국회에서 처리된다는
점은 법률안이 발의·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국회심의에 소요된 기간이 길
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이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기간 측면에서만 볼 때에는 입
법절차의 작동에 과다한 소요기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가 쉽
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307)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제정된 법률안의 경우에는 입법소요기간이 6개월 미만은
61%(164건/268건), 6개월-1년은 19%(51건/268건), 1년 이상은 20%(53건/268건)이
다. 전체 법률안의 입법소요기간과 비교해 볼 때,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제정된 법률은
6개월 미만의 처리기간 비율이 9% 낮고, 6개월 이상의 처리기간 비율은 9% 높다. 이
러한 이유는 의원발의 제정 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 기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으로,
의원발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절차에서 조율하고 검토할 사항이 보다 많았다
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제정된 법률안의 경우
에는 입법소요기간이 6개월 미만은 76%(412건/539건), 6개월-1년은 17%(89건/539
건), 1년 이상은 7%(38건/539건)이다. 전체 법률안의 입법소요기간과 비교해 볼 때,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제정된 법률은 6개월 미만의 처리기간 비율이 6% 높고, 6개월
307)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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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처리기간 비율은 6% 낮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소요기간과 비교해 보면, 6
개월 미만이 소요된 비율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15% 높고, 6개월 이상이 소요된 비율
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13% 낮다. 이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 보다 국
회 입법절차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속성을 가지고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308)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평균적인 수치이다.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의 관심
을 끌지 못하여,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는
법안도 있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심의되지 않는 법안도 있다. 또한 관심을 많
이 끄는 법안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이념적 논란과 대립이 심해서 국회에서 오랜 기간
을 지체하는 법안도 있는 것이다.
나. 법률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방안
2012년 5월 25일에 개정·공포된 국회법은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렸다. 입법절차에 관해 변경된 주요 내용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의 자동상
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무제한토론(filibuster) 등
이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신속처리절차(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에서의
안건 자동상정에 최장 50일,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신속처리안
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상정토록 개정되었다. 즉, 법률안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이 법률안이 본회
의에 상정되기까지는 38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더욱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는 의결될 수 없다. 무제한 토
론안건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신속처리절차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은 최장
380일이 걸려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몸싸움이나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신속처리(fast track)’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
도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입법지연 방지제도’의 취지를 지니고 있다. 진
정한 ‘신속처리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논란이 없는 민생법안 등
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한 자동상정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본회의 의결과 법률공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309)
입법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속을 요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현행
308)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261-262면.
309) 홍완식, 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 2012. 7. 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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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회내 입법절차와는 다른 간소한 입법절차를 마련하여, 적시에 필요한 법률이 입
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신속을 요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절차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간소한 입법절차를 도입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에 신속입법절차를 적
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면서도, 이견이 없고 신속한 통과를 요하는 법률에만 신속입
법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프랑스의 입법절차에서 일
괄투표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절차에서 행정부의 요청으로 의회가 심
의중인 법률에 대하여 한번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게 지배
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행정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토론없이 투표에
의하여 의회통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에는 입법절차를 방해 또는 지연
시키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괄투표를 통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원안이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러한 일괄투표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310)이나,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의 다수가 동의
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그야말로 ‘이견없는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소위 ‘민생입법’311)이나 이견이 없는 ‘경제입법’312)은 적
시 처리가 필요하므로, 법안 분류제도의 도입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법안의
신속한 입법처리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시도해 볼 만하다. 법안을 분류하여 이견이 없
는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무토론투표 등 단축
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310) 전학선,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8, 467면.
311) 흔히 정치권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표현되는 법안들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음에도, 다른 논
쟁적인 법안과 결부되어 국회에서의 심의·의결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312) 경제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경제입법’이라고 한다면 경제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이견이 없을 수 있
다. 그러나 성장정책과 분배정책간의 대립이 있고 경제자율화와 경제민주화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이견이 큰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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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상대적으로 짧고 단순함에 비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길고 복잡하다. 정부제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입법절차는 절차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소관 정부
부처에서 법률안이 입안되고, 의견수렴절차와 협의절차 및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절차를 거쳐 정부의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대체적인 정부
내 입법절차이다. 입법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법(Gutes Gesetz)’ 내지는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입법하는데 있다. 이러한 입법절차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입법전략 내지 입법절차의 지향점은 민주성과 효율성이다. 민주성과 효율
성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에서도 요청되어지며, 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에서도 공
히 요청되어진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회의체라는 특성상 민주성을 보장하는 내재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효율성 도모에는 미흡한 체제이다.313) 반면에 정부는 기본적으
로 관료조직이라는 특성상 효율성 도모에 상대적인 강점을 지닌 체제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법절차에서의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면,
국회 입법절차에서는 민주성 강화에 보다 치중하고 정부 입법절차에서는 효율성 강화
에 보다 치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민주성과 효율성은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 및 정부내에서의 입법절차에서도 요청되어지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민주
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는 효율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입법절차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예견가능성이 있으며 투명한 입법절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제도가 도입되고 발전되어 왔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입법계획제도에서 실질적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입법의견수렴 내지는 입법
참여를 위한 입법예고제도나 입법공청회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전달
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적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러한 의견수렴제도를 마련해 놓아도 일반국민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
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지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편파적으로 반영
되기 쉽고, 이러한 절차는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유해할 수 있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입법의견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기록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제도나 국민참여입법센터도 일
시적이거나 형식적인 법제행정의 일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의견전달의
313) 이한규,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의 국회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입법평가연구 제1호, 한국법
제연구원, 2009, 221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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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협의방식에 의한 입법절
차도 거버넌스의 제고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는 있지만, 이해당사자만의
협의과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
으로는, 여러 단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입법절차를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정부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입법절차를 규율하는 법
령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부입법절차의 개혁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
율적인 입법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
잡한 심사절차를 통합하고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평가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시행 이전에 법률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
가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법률의 시행 이후의 법률의 장단점을 분석·평가하여 법
률개정시 반영함으로써 법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신중하게 심사를 하여야 할
법률안과 신속하게 심사를 하여야 할 법률안을 분류하여, 법률안의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입법절차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입안한 법률안은 국회에 제
출되어 국회에서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기 된다. 국회 입법절차에서 입법예고·공청
회 등의 의견수렴을 다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입법절차에서는 효율성과 신속
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른바 민주성과 효율성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는 정
부입법절차는, 법률의 합리성과 집행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의사결정의 신중함과 신
속함을 가져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
요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입법절차에서의 중요
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강화와 입법평가의 도입·실질화에 관한 주요
국가에서의 논의를 통해 입법절차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규제개
혁제도의 꾸준한 개혁 및 보완에의 노력, 입법예고제도의 탄력적인 운용, 규제심사
와 법제심사의 통합과 단순화 등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의 입법담당
관실에 의한 내각법률안 입안지원, 입법절차에서의 의사·입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
할, 법률안 입안과 의견수렴과정에서의 사전협의·조정과정도 눈여겨 볼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독일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방각부 공동직무규정의 역할과 장점, 국
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보완 등도 우리에게 좋
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 입법공청회를 실효성있게 운용하려는 노력, 내각
법제국의 엄격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견공모절차(퍼브릭
코멘트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견수렴
의 형식화에 대한 반성으로, 정책과 법령에 관한 정보제공의 의미를 중시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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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주요국가에서 입법이라고 하는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서, 이해관계자와 정책·입법전문가만이 아닌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질화하
기 위한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이라는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
이 복잡하여 저효율과 고비용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 이는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입법절
차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는 정부입법의 품질향상과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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