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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 법의 정책화 현상 증가
- 기존의 일반법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회적 변화에 대
응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특별법의 형태로 법률을 제정
하여 ‘법률의 홍수’, ‘특별법 만능시대’라는 비판이 일어남

○ 특별법의 장⋅단점
- 장점은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비교적 제⋅개정이 쉽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단점은 헌법적합성⋅합목적성⋅필요성⋅체계정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점을 노출

○ 특별법 정비 및 기준설정의 필요성
- 특별법의 제정이 명확한 입법기준 없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무
분별 입법
- 일반법의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법체계를 복잡하게 하며 통일성과
조화성을 저해
- 법치국가와 법치주의의 원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 전체적인 법체계의 조화성, 법적 안정성, 수범자 친화성 확보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행정 특별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현황과 문제점 파악
- 법제명에 따른 행정특별법 전수조사
- 특별법 형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에 대한 사례조사

○ 행정특별법 정비 필요성과 정비의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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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범자 친화성, 체계정당성 등의 원칙들과 기준들의 구체적 적용
-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효율화 기준제시

○ 해외 특별법 정비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사례 조사
-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행정특별법 정비 시사점 도출

○ 행정분야 특별법의 문제점에 따른 정비법령 발굴
- 행정특별법 정비 모범사례(국제경기대회지원법 및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
- 행정특별법 정비가 필요한 사례(과학기술관련법률, 사행행위관련법률, 4대강
주민지원법 등)

Ⅱ. 행정특별법의 입법이론적 검토

1. 특별법의 개념과 유형

1) 특별법의 개념
○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
○ 입법실무상 법령의 제명에 따른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으로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격 파악

2) 특별법의 유형
○ 법률의 제명에 따른 특별법의 유형
○ 내용분류에 따른 특별법의 유형
○ 소관부처에 따른 특별법의 유형

2. 특별법의 제정이유와 문제점

1) 특별법의 제정이유: 필요성과 불가피성
○ 특수한 상황 해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입법적으로 해결
○ 지역적⋅분야별 이해관계 반영
○ 법 적용 대상을 특정한 사람⋅사항에 한정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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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책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조정 가능성
○ 일시적인 특별 조치, 행정절차 간소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정 정책 집행 등을
위한 효율성

2) 특별법의 문제점
○ 입법의 불안정과 통일성의 결여
○ 수범자에 대한 친화성 결여
○ 법의 효율성 저하

3. 행정특별법의 법적 성격과 특수성

1) 행정특별법의 법적 성격
○ 일반행정법과는 달리 개별행정법은 개별행정분야에 적용하는 행정법을 지칭
○ 행정특별법은 정책적, 목적적, 예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률

2) 행정특별법의 특수성: 민사, 형사, 행정특별법의 차이

4. 주요 국가의 특별법의 특징과 현황

○

영국과 미국의 특별법 현황과 문제점

○

독일의 특별법 현황과 문제점

○

일본의 특별법 현황과 문제점

Ⅲ. 우리나라의 행정특별법 현황과 유형별 분석

1. 입법제안자에 따른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 입법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법 성향이나 내용의 차이를 보임

○ 입법제안의 형식은 크게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구분

○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 총 160개의 법률 중 정부입법 49
개, 의원입법 111개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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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법 성향이나 내용의 차이를 보임
- 정부입법은 제안 시에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의 분류방식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입안과정에서 법제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법명 및 내용을 검토하
는 등의 입법정비과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정부입법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등을 기준으로 행정특별법으로 제안되
고 있음

2. 회기별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 입법건수의 현황
- 특별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6대 국회 2건, 13대 국회 1건, 14대 국회 8건,
15대 국회 6건, 16대 국회 22건, 17대 국회 37건, 18대 국회 21건으로 총 97건
제정
- 특례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5건, 6대 국회 3건, 7대
국회 2건, 9대 국회 2건, 국가보위입법회의 1건, 11대 국회 1건, 13대 국회 2
건, 14대 국회 9건, 15대 국회 4건, 16대 국회 1건, 17대 국회 4건, 18대 국
회 9건으로 총 43건 제정
- 특별조치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2건, 6대 국회 3건,
7대 국회 2건, 국가보위입법회의 1건, 11대 국회 1건 13대 국회 1건, 14대
국회 3건, 15대 국회 4건, 16대 국회 2건, 18대 국회 3건으로 총 22건 제
정
- 특별법 성질을 갖는 입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14대 국회 1건, 15대 국
회 1건, 16대 국회 3건, 17대 국회 2건, 18대 국회 5건으로 총 12건 조사

○ 회기별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결과
- 법안 발의 정족수 축소로 인하여 2000년 이후 증가
- 사회적ㆍ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규제정책이나 기존정책의 변경 등
입법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원인
-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입법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과 상
식을 무시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가 발생

3. 부처에 따른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 부처에 따라 행정특별법이 있는 부처와 없는 부처가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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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통일부, 검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
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개의
특별법도 존재하지 않음

○ 부처에 따른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결과
- 행정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부서에서 왜 행정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
한 문제
-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한 부서에서 행정특별법이 빈번히 발생

Ⅳ. 행정특별법 정비원칙과 기준

1. 행정특별법 정비원칙

○ 수범자 친화성
- 수범자 친화성 확보는 입법 전반에 걸친 입법의 최상위범주에 속하는 원칙
- 수범자 친화적 입법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수범자인 국민에게 자신의 권리
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하여 생활에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주는 것을 의미
- 행정특별법의 제정 등은 적용대상 및 범위의 구체성 및 특별성을 가져오므로
일반법이나 개별법보다 높은 정도의 입법정당성이 필요

○ 비례의 원칙
- 행정특별법은 수범자들이 희생하여야 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비용과 해당 특별법의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수범자 측면의 비용을 상쇄하고
도 충분히 높은 편익이 있는 경우에만 입법의 정당성을 가짐
- 행정특별법 제정 및 유지를 정당화하는 이익형량의 원칙 우선

○ 체계정당성
- 어느 법령이 전체 법질서나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하거나 모순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행정특별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위법규인 행정법규에도
그 수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규범단계에서의 수직적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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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특별법과 일반 – 특별의 관계에 있는 일반법과 개별법과의 중복⋅모순의
당연한 회피 및 유사 분야에서의 행정특별법간의 중복⋅모순의 제거를 확보하
는 수평적 체계정당성 유지
- 행정특별법의 경우 법기술상의 무모순성, 법해석상의 무모순성, 규범간의 균형
성 등 실질적 체계정당성 확보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

○ 신뢰보호의 원칙
- 수범자의 국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그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을 제
공하는 의무 부담
- 행정특별법 제정 시 그에 상응하는 법치국가적 원리의 입증 필요

○ 보충성의 원칙
- 어떠한 현상 및 현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 중 입법적 대안은 최후적
으로 사용되어야 함
- 행정특별법의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
-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 입증 책임 부담제도 도입

○ 효율성
- 준수를 위한 특별한 비용을 수범자가 부담하는 경우 일반법에 따르는 준수비
용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야 하는 법률준수의 효율성 확보
- 행정특별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해당 특별법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률 집행의 효율성 확보

2. 행정특별법 정비 도구로서 표준비용모델

○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 수범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각종 간접규제수단의 이행을 위해 지불하
여야 하는 비용과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집행기관의 비용을 모두 산출하는
비용 산출 기법
- 기업들이 각종 정보의 제공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불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용 또는 관료비용을 산출하는 기법

○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 수범자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한 특정 정보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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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을 화폐적으로 산출하여 제시
- 수범자가 부담하는 정보보고의무 이행 비용과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관료비용

○ 행정특별법 정비의 도구 중의 하나로서 표준비용모델 적용
- 행정특별법의 비용이 산출되면 입법자는 비용과 의무(규제)부과와의 관계 속에
서 해당 특별법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
- 행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표준비용이 일반법의 적용의 경우보다 현저한 절감효
과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법 제정

Ⅴ. 특별법의 정비 필요성과 정비대상 법률

1. 특별법통합의 모범사례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
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

2)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

2. 정비대상 법률

1) 과학기술 관련 특별법 및 개별법의 정비 필요성

○ 과학기술 인력양성관련 법률의 중복

○ 연구기반의 정비에 관한 과학기술관련 법률의 중복

○ 이공계지원정책법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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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행산업 관련 특별법 및 개별법의 정비 필요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모호성

○ 사행산업 업종별 근거법률이 분리되어 있고,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
인 규제⋅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각 부처 또한 실질적 지도감독 부재로 비효율
성의 문제

○ 모든 사행산업 대한 인허가 업무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통합적 감독기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위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및
사행산업관련 특별법의 정비가 필요

3) 기존의 특별법을 유사한 분야와 내용의 통폐합

○ 수평적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며, 각 특별법마다 위원회가 운영하고 희생자를 조
사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예상

○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제주4ㆍ3사건 특별법이 내용상 거의 유사한 관계로 기
관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정비 필요

4)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특별법

○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 4대강 지원법의 주요 규정 등이 동일한데도 유역별 자료호환도 및 활용도가
낮아 종합적인 자료관리가 되지 못하므로 통합유역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 4개의 특별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경우 사업간 연계부족과 중복ㆍ과잉투
자 등 비효율의 발생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유통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전통시장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문
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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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현대 입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정책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법률은
권리의무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종래의 규율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현대 사
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적인 성
격을 강하게 띠면서 국가정책 내지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크게 변하고 있다.1) 이와 같이 현대 입법에서
법의 정책화 현상이 점차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특수한 입법정책적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특별법의 제정을 선호하는 현상이 최근의 입법에서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다.
현대 입법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별법은 그 제정 의의 및 법적 성격의 측면
에서 현대법의 전형적인 기능을 잘 보여주는 입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특별법 제정의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대법의 적극적인 기능이 반드
시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2) 특히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때마다 임기응변의 방식
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의도했던 정책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결
과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특별법이 범람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법률의 홍
수’ 또는 ‘특별법 만능시대’라는 비판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
고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법규 상호간
1) 현대의 입법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법률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법률유형은
오늘날의 적극적인 사회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로서, 입법자는 그러한 법률을 매개로 사회국
가적 목적설정을 위하여 형성, 지도, 촉진하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 불
평등의 제거, 사회적 균형의 창출을 위하여 국가가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적 재분배라는 조치
를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법률유형에 대해서는 규범의 홍수, 조
문의 복잡화, 법률의 팽창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한국
법제연구원, 입법이론연구(I), 1991, 69-78면 참조.
2) 특별법의 주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례법의 기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민동기의 연구가 있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료는 특례법의 기능을 ① 정책적 기능, ② 조정적 기
능, ③ 상징적 기능, ④ 효율적 기능으로 분석해서 다루고 있으며(한국법제연구원, 특례법의 현황
과 정비방향, 1992, 13-16면 참조), 민동기의 연구는 ① 특수한 입법정책수행을 위한 효율성, ②
법적용의 탄력성, ③ 대국민홍보에 유리, ④ 법경제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민동기, 특례법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월보, 1990년 7월, 19-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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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와 조화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특
별법의 형태로 예외적인 법률의 제정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언
제나 헌법적합성⋅합목적성⋅필요성⋅체계정당성 등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
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적합한 법률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도록 신중한 입법을 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특별법을 둘러싸고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논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별법의 급증은 다른 법률의 영역에서보다 행정법의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행정법은 행정의 개념이 가지는 광범위
성과 적극성 및 다양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다.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으로 파악하는 소극설의 입장
을 취하든,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하여지는 전체
로서 통일성을 가진 적극적⋅형성적 국가 활동으로 파악하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
든 행정은 매우 다양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정의 다양성에 비추어 행
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필연적으로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다만 행정의 다양
한 특성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3) 이러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법의 영역에서의 특별법의 급증은 일반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체계적 조망을
어렵게 하는 것 외에도, 무엇보다 법치국가와 법치주의의 원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이와 같이 행정특별법의 증가로 인하여 야기된 법치국가 및 법치주의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가능성과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법의 영역에서 무엇보다 필
요하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 이외에도 행정법의 영역에서 특별법의 정비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행정특별법의 증가로 인하여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대상 간에 형평상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 행정특별법의 양산으로 인해 야기된 법률 체계에 대한 난맥상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제
도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불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밖에 외국에서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특별법의 제정을 피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특별법의 정
3) 행정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사적 활동과 구별하여 공
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법과 구별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활동이다. ③ 사법과 구별
하여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이다. ④ 상하의 계층체에 의해 행해지는 통일성을 가진 활동이다.
⑤ 다양한 행위형식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이다. 박균성, 행정법, 박영사, 2012, 5면 참조. 또한 행
정의 특징과 관련하여 행정법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많은데 이는 주로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대한 행정법의 특수성을 말한다. 그 예로는 ① 형성중의 법, ② 공익의 우
월성, ③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박균성, 위의 책,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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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법제를 선진화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해온 ‘법제도
선진화’ 사업의 측면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일관되고 명확한 행정특별법 정비의 필
요성과 방향설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최근 특별법의 발의⋅제정이 늘어나면서 법체계가 한층 복잡해지
고, 심지어는 기존의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국가적 차
원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선진적인 법제도를 위한 국민 중심의 법체계 간결화가 다
양한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다
면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명확한 특별법 제정⋅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특별법의 양산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특별법을 대폭 정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법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다각적으로 국민 중심의 법체계 간결
화 작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4) 복잡하게 얽힌 법체계로 인해 야기되
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법적 문제, 즉 국민들의 법 이해 곤란, 관련 법적 분쟁 증
가, 규제 개선 곤란 등의 문제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특별법은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기는 하나,
특수한 사정과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결과로 인해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조화, 균형
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문제
는 특히 행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행정법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행정이
가지는 광범위성과 적극성 및 다양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행정법 분야에서는

4) 정부의 법제도 선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체계 개편: 법령 통폐합, 특별법 정
비 등으로 복잡한 현행 법체계를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로의 개편, 2) 법령 품질 향상: 국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개폐 과제 발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확산, 파급효과가 큰 사항의 개
선 등으로 좋은 법 만들기, 3) 입법시스템 개선: 국민법제관 등을 통한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강
화와 법령정보 공개 확대(국민참여입법센터 구축 중), 법제정보의 국제화(아시아 법제정보포럼 개
최 등), 입법과정의 민주화⋅효율화.
5) 행정특별법의 정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민 중심의 법체계 간결화’ 사업의 추진
중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수 줄이기: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 초안 마련, 특별법 통폐합
이나 일반법(기본법)으로의 흡수⋅통합 방안 마련, 2) 불필요한 법령의 폐지: 시대와 현실 여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령 등 불필요한 법령 선정 후 폐지. 하위법령 외에 특별
법을 줄이기 위한 법체계 간결화 작업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입법의 최종 권한을 가진 국회 법사
위⋅법제실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
벌 선진법제’를 주제로 한 법제처의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회와 협력하여 ‘특별법의 수
를 줄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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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의 분야에서보다 다양한 형태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
정분야의 특별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
인지 살펴보고, 행정특별법을 정비할 필요성과 정비의 기준과 방향을 연구하는 것
이 요구된다.
기존의 특별법과 관련한 연구는 형사법 분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이유
는 형사법 분야에서 특별법이 가장 많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까지 형사법 분야의 특별법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과 달리 행정분야의
특별법을 연구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행정분야의 특별법 정비
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이를 통해 법제도 선진화의 차원에서도 법이론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행정분야의 특별법을 전수조사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 따른 특별법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입법평가를 함으로써 특별법
정비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법의 특성상 아무래도 특별법의 규정
은 수범자들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행
정분야의 특별법은 수범자들의 재산권과 관련한 제한을 많이 담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행정특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 연구는 수범자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및 기존의 법령과 모순⋅
저촉 사례를 조사하여 이해하기 쉽고 법체계에 맞는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동시에
법제도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법은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 행정법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
다. 본 연구는 행정분야의 특별법에 그 범위를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유사 선행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 방안(1992년 9월)’이라
는 연구가 유일하였으며, 그 분야도 형사법분야의 특별법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정 특별법 분야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단
지 개별법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
하고 있는 연구가 다소 있을 뿐, 행정법령 전체에 대한 특별법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행정분야의 특별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특별
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행정분야의
특별법의 분류기준이다. 행정분야의 특별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것인가
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입법제안자별, 회기별, 부처별로 나누어 행정특별법을 분
석함으로써 행정특별법의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행
정특별법을 정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둘째, 행정분야의 특별법은 특별
법, 특례법, 특별조치법의 법제명을 기초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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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특례법,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2013 평창 동계스
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과 같이 내용상 특별법이거나,「아동복지법」과「아
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과「사회복지사의 처
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 특별법의 성질을 갖고 있는 법률들도 모두 조사
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행정분야에서의 특별법의 증가는 지역⋅대상 간 형
평상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수범자가 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법체계상의 혼란
을 가중시키며, 현실적으로 특별법과 특별 규정이 늘어나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어렵게 함으로써 법제도 자체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저
하시키는 문제점을 낳는다. 따라서 명확한 특별법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법의
양산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정비대상 특별법을 발굴하여 이를 정비하는 대책과 기준
이 필요하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법률 분석방법인 법해석학적인 방법과 아울러 법률을
집행하는 실무자 및 수범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특별법 정비의
기준을 입법학적 기준과 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행정 특별법 정비를 위한 입법학적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행
정 특별법의 전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들을 분명히 하고 그
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특별법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의 경우 특별법 제정 방식의 입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그 반면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 건수가 많고, 그에 따른 법체
계상의 혼란, 수범자의 법 준수비용의 증가, 법적 안정성 약화 등 많은 입법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의 감축과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검토하고 특별법의 활용상황 및 그 시사점에 대해서 개괄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 순서와 그 서술 내
용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행정특별법을 둘러싼 일반적인 입법이론을 살펴본다. 먼저 특별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면서 특별법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어디에 그 소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이어서 현대 입법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보고, 그와 같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특별법과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본 연구
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행정특별법이 가지는 법적 성격과 특수성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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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고, 행정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비
교법적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의 특별법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특별
법 정비 방안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특별법
의 입법이론적 검토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법령 중 행정법분야의 특별법을 전수조사하고 행정특별법의 현
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행정특별법의 정비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는 현행 행정특별법의 현황을 분석하고 왜 행정특별법이 제정되며, 기준은 무엇인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률을 기준으
로 현행 행정특별법을 전수조사하였다. 행정특별법은 분류의 기준은 1차적으로 법
제명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2차적으로 내용상 특별법의 형식을 띠고 있는
법령을 조사ㆍ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법률 총 1,282개의 법률 중 특별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은 147개로 약 11.4%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법률을 기준으로 행
정특별법의 제정이유와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입법제안자에 따른 분석, 입법회기에
따른 분석, 부처별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입법성향과 시대적ㆍ정치
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행정특별법의 정비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행정특별법의 제정 및 정비원칙과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특별
법이 다수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반법 또는 개별법과의 관계는 물론, 그때
그때의 행정적 상황변화, 목표의 수정 등에 의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체
계상의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특별법 정비의 필요성은 제
기되고 있으나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정특별법이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중심적인 내용을 이룬다.6) 이어서 행정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도구들을 제안한다. 특히 행정특별법 정비의 판단 기준과
도구로서 유럽 각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안되고 사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소개한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서 설정한 수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의무,
규제 비용들을 계산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계산해 내는 입법비용 산
출 도구이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표준비용이 산출되면 입법자는 해당 비용이 법
률의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불필요하거나 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비용발생을 야기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개선을 하는 과정을 밟는다.7)
6) 행정특별법 정비를 위해서는 이미 2011년에 본 연구진이 수행했던 ‘법령 통폐합 및 분법기준 연
구’에서 제시한 각종 원칙과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원칙들인,
수범자 친화성, 체계정당성 등의 원칙들과 기준들의 기본구조를 승계하고 이를 행정특별법에 다시
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연구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와의 차이가 있다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원칙과 기준들이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행정특별법 정비를 위한 원칙으로서 위의 원칙과 기준들은 보다 구체적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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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기존에 특별법이 정비된 모범사례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예로서 들고 있으며, 특별법의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정비되어야 할 특별법의 예시로서 과학기술관련 특별법, 사행
행위관련 특별법, 해방이후와 6⋅25 관련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4대강 수계지원법 등을 들고 있다. 특별법들은 각 법률에 상응하는 목적을 갖고 있
으나 법률제정 그 자체가 상징화하는데 수반하여 법률사항과 수반되는 예산의 면밀
한 검토나 대안의 모색 없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치적 목적 하에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입법문화와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 및 비합리적인 현행 법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특별법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특별법은 오히려 국
민의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별법 제정의 과잉은 모든 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조화롭게 갈등 없이 그 본래
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체계정당성과 효율성의 입법원칙
에 따라 법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7) 행정특별법은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새로이, 추가적으로 설정된 일반법 보다 적용범위, 대상, 밀도
등이 강화된 법률이다. 다시 말해 일반법 비용준수 비용에 대비하여 수범자는 해당 행정특별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범자가 해당 비용을 추가적
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행정특별법 정당화 요소를 찾기 위한 도
구 중의 하나로서 표준비용모델의 유용성이 여기에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특별법 정비의
구체적인 도구로서 비용계산과 이러한 비용분석을 통한 입법자의 판단자료로서 표준비용모델을 예
시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표준비용모델의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과 관련한 과제와 문
제점, 전망 등은 다른 연구의 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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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정특별법의 입법이론적 검토

1. 특별법의 개념과 유형

1) 특별법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기본법, 개별법, 일반법, 특별법 등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특별법은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관련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급적 하나의 법률로 사태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
다. 일반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경
우, 집단의 목적과 필요 등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
이 특별법은 특정한 입법정책의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조
시키고, 입법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제정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
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설정
하면서 이를 가시화할 목적으로 독립된 법률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향이 많다. 그
러나 특별법 제정이 다수가 되면서 전체 법체계의 혼란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특별법의 개념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의 개념은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입법실무에서는 어떤 사
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법률 사이의 관계에 따라 법령의 제명
을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으로 제명을 정해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
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둘
이상의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 법적용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특별법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특수범죄처
벌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1991년「교원지
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서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면서 점차 그 사용례가 늘어나고 있다.
입법실무에서는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일반법, 개별
법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법실무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인 내용과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라 하며,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
외적 사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특례법이라 하며,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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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별법은 실제 그 내용에서는 커다
란 차이가 없이 현재의 입법 현실에서 다양한 제명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은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
치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그 법령의 내용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특별법과 특례법은 일반법에 대한 예외적 사항과 사례를 규정하는 경
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일반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명에 특별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특별법이 많아지면 전체 법체계를 이
해하기 어렵게 되고 법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법을 제
정함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의 입법의
현실에서는 특별법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적 효과 이상
의 실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명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및 다양성의 요구 등으로 특별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약산업육성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만연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서 현
실적합성을 갖춘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들이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의 형태로 입법되면서 기존의 법률들과 중복, 모순, 저촉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법과 관련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관부처별로 산재하여 법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을 이유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어 비례의 원칙
에 반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이 입법되는 경우도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법령 체계상 문제는 입법의 당위성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다. 행정편의 또는 사회적
요구에 즉자적으로 대응하여 제정되는 특별법들은 해당 분야의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
용되면서 일반법은 물론, 전체 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규범 전체의 통일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특별법의 과도한 증가는 일반법과 잘 부합하지 못하거나 헌법과의
불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2) 특별법의 유형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법을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형
식적인 측면에서 법률의 제명에 따른 특별법의 분류와 법률의 내용에 따른 특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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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 분류방식의 내용과 한계가 무엇이며, 이 연구에서
어떠한 분류방식으로 행정특별법에 대한 분석을 전개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법률의 제명에 따른 특별법의 유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법제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법률의 제
명에 따라 특별법을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법률의 제명에 따른 특별법은 법률의 제명에서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실제 그 내용에서는 커다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
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법률의 제명에 따른 특별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별법으로 분류되는 개별법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 내용분류에 따른 특별법의 유형

법률의 내용에 따른 특별법의 분류는 각 행정작용의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분류가 가
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유형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일정한 범위의 사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 개별적⋅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 적용 시한을 한정하는 특별법
-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특별법

이렇게 법률의 내용에 따라 특별법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법률의 제명에 따
른 특별법의 분류방식보다 특별법 상호간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특별법 정비방안의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하고 제시하기에는 광
범위한 내용분류가 한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상대
적으로 파악되는 특별법에 대한 분류로서 보다 현실적인 분류방식의 기준이 요구된다.

(3) 소관부처에 따른 특별법의 유형

형식적인 법률의 제명에 따른 특별법 분류의 문제와 법률의 내용에 따른 특별법
분류의 문제를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제3의 방법으로 소관부처에 따른 특별법을 분

- 10 -

류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소관부처별로 어떠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
펴봄으로써 법률의 내용에 따른 광범위한 고찰을 피하면서도 행정특별법의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찾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관부처에
따른 특별법의 유형에 대한 분석은 행정특별법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자세히 살
펴보게 될 것이다.

2. 특별법의 제정이유와 문제점

행정 특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의 형태로 사안을 규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특별법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특별법의 제정이유와 필요성 및 불가피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당화 요소가 갖추어
지지 않은 특별법이 어떠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특별법의 제정이유: 필요성과 불가피성

특별법이 제정되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특수한 상황 해결에 대한 국민 관심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 지역적⋅분야별 이해관계 반영을 위한 경우
- 법 적용 대상을 특정 사람⋅사항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정책이나 공익 실현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일시적인 특별 조치, 행정절차 간소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정 정책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어떤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일반인의 행위
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그 목적을 다소 달리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법률에 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일반인의 생활과는 관계가 있으나 법조문수가 몇 개조에 그쳐 그것을
일반적 법률에 편입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및 반대로 법조문수가 너무 많아 일
반적 법률에 규정한다면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률의 적용대상을
일반인 가운데 한정된 일부의 자에게만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제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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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이 어떤 특정한 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또는 어느 법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불명확한 법률의 경우, ⑤ 어떤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응급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⑥ 국가주요정책
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업무협조절차를 간
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그 외에도 국민편의를 위하여 통상적인 법률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되는 경우, 특정한 범죄, 즉 죄
질이 흉악하거나 그 폐해가 크고 따라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범죄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등 형법보다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제정
하는 경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적시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률이 제정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8)
이렇게 어떤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이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입법론상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법
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을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비생산적으로 작용하여 법이 촉진하고 보호하려는 가치를
손상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의 제정에 있어서는 법령의 각 형식에 따라 규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사
항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소관사항의 원
리 등의 입법기준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합법성의 판단에 대한 확신 및 법규 상호간의 조화에 대한 신뢰 등
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개개의 법률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법률이 적당한가를 확정하고, 자유와 정의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며 나
아가 법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이 모든 법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 특별법의 문제점

특별법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
한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사회적⋅정치적 관계에서 일반법의 불원전한 규정을 보
완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나, 특수한 입법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한정된 내용만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정하는 전문적
규범은 자칫하면 입법의 불안정과 불통일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정내용의 전문
성 및 빈번한 개폐로 인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
8) 자세한 내용은 조정찬,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 제268호, 1989, 19-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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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의 권위를 약화시켜 결국 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준법정
신의 손상⋅법문화의 수준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법은 입법
과정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제정되거나 주무부처의 의견만
강조된 결과 입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그 형식 및 체계의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목적 및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이
각각 헌법적합성과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장해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
며, 나아가 그 형식의 면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자는 특별법의 제정이 형식과 절차의 남용이 되지 않고 공정한 질서의 수립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형성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9) 입법자는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 그 헌법적 허용과 한계를 설정
하여 그 것이 법치국가의 질서구조에 유해한 것이 되지 않도록 헌법구조의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사후적으로 그 법의 운용 및 집행에 있어서도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역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법이론상의 문
제점, 법체계 및 형식상의 문제점, 그리고 법운용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10)

(1) 법이론상의 문제점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국가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
립과 개별적⋅구체적 처분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진 중간적 형태의 입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러한 입법의 형태도 극단적인 개별적⋅구체적 처분의 경우까지 관여하게 되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이론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 입법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처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형식은 법률이지만 내용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개별적⋅구체적 처분의 경우까지 입법이 관여하게 되면 입법과 행정의 구
별이 무용하게 되고, 나아가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력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권력분
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될 수 있다. 또 특별법은 일정범위의 사람과 사항만
9) Helmut Goerlich, Formenmissbrauch - Einzelfallgesetz - Gewaltenteilung, DÖV 1985, S. 945 f.
10)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료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① 법이론상의 문제점, ② 법형식상의 문제점, ③ 법
체계상의 문제점, ④ 법운용상의 문제점 넷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특례법의 현
황과 정비방향, 1992, 7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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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과 충돌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
다. 현대 사회국가에서는 구체적 차이에 대응한 실질적⋅합리적 차별이 요청되므로
개별적⋅구체적 법률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또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
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상황에 따른 개별적⋅구
체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은 이러한 의미의 평등의 원칙에 대응하는 법
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다고 하
더라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는 없으며, 특별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내용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 행사로서 그 효력이 부인된다. 입법에 의
하여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제내용이 사태의 특성에 맞
고 또한 사회적 정의에로의 지향이 충족되는 헌법제정권자의 가치결단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11)

(2) 법체계 및 형식상의 문제점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 규율대상의 광범위성과 일반성으로 인하여 규율대상에 대
한 체계적 분류와 정리를 통해 통일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입법의 체
계라고 하며, 입법자는 항상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규율대
상에 대해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① 특정한 문제를 새롭
게 규율하는 법률은 현존하는 법질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체계성 있게 제정되어야
하며, ②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법질서의 체계 속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③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존하는 법질서
를 파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④ 법률 전체와 상호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
지에서 주기적으로 법전 전체를 정비하여 실효성 없는 법률을 폐기하여야 한다. 그
러나 법령의 종류가 다양하며 또한 각각의 법령이 그 제정 시기를 달리 하여 제정
되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저촉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법을 할 때에 입법의 체계에 따라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려는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만약 이러한 모순과 저촉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법체계와
법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특별법은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인 내용과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 및
11) Gerhard Robbers, Gerechtigkeit als Rechhtsprinzip, 1980, S. 2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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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상이 되는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호 모순과 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내
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의 소관사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
다.12)
성문법주의 체제하에서는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면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작
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형식을 이룬다. 법률의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게 준비되었
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실제로 표현방법 및 형식을 결여한다면 입법의 진정한 의도
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률은 법문구성상 뿐만 아니라 그 형식면
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과 체제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범자에게 가능한 한 법
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사회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요구된 행위를 하도
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행하여야 할 통지기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
며, 나아가 법률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입법실무적 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이러한 입법의 기본형식을 준수하는 것은 입법자에게도 편리
할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법의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의 형식면에서 살펴볼 때 행정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먼저 법령의 제명과 관련하여 제명은 그 법률의 주요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 제명만 보아도 법률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시 말해 제명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우선 그 법령 내용의 전모를 잘 표현하고 있어
야 하며, 또 가능한 한 간결한 제명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요청은 상호 모순
되어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명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는 특별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내
용이 개별적⋅구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빠짐없이 나타내려면 다른 법
률에 비하여 비교적 긴 제명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
한 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의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그 제
명을 ‘OO에 관한 특별법’, ‘OO에 관한 특례법’, ‘특정 OO 등에 관한 법률’, ‘OO에 관
한 특별조치법’, ‘OO에 관한 임시조치법’, ‘OO에 관한 임시특례법’, ‘임시OO법’ 등으
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법제명에서 특별법임
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 법률의 내용면에서도 특례대상이 되는 법률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모두 법형식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2) 소관사항의 원리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법체계상의
법률의 위계질서에 부합하는 법의 내용을 갖추도록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 자기
법률의 소관사항을 준수하여 다른 법률의 소관사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
다. 이와 같은 소관사항의 원리를 통해 법규범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또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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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명과 함께 목적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법률의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
하며, 나아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 및 법령규정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정의규정과 함께 이른바 법규
적 해석기능을 갖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의 목적규정을 규정함에 있어서
도 특별법이 그 성격상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목적적 법률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그 입법목적을 정하는 목적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그 목적규정에서 특례대상이 되는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의 목적규정을 살펴보면 특례규정 등을 두
면서 ‘OO법(OO법 제O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OO법에서 규정한 OO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등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는 드물고, 단지 ‘OO하기 위하여’, ‘OO
함을 목적으로’ 등과 같이 법률의 직⋅간접적 목적만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그 법률
이 어떤 법률의 어떤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률해석상의 의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호 모순과 저촉
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대상법률과의 관계규정을 두어 어느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될 것인가를 목적규정 등에서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한다.

(3) 법운용상의 문제점

특별법은 주무부처가 의도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기관에서 그 이법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별법의 경우에는 그 자체
가 일반법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한 예외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별법의 내용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는 지나치게 자기 기관의 정책을 내세워
다른 관련부처와의 협조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무부처
는 입법의 필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가 하면 단편적인 정책에서 입법을 추진한 결과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결
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결과 입법자가 사회적⋅경제적 자기치유과정을 거치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여론이라는 짧은 정치적 경향을 추종함으로써 ‘장관의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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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법률’ 또는 ‘경력 장식의 수단으로서의 법률’이 양산되어 규범적 거리감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13) 특별법은 예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에 있어
서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만 할 뿐 아니라 그 법률이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에만 집착하
여 입법에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데 소홀한 점이 실제의
입법례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호의적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법치국가의 실체법적 요소로서의 정의의 관념을 유지하는 법의
식의 붕괴를 가져오고 법치국가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14)
일반법에 대한 예외적인 법률로서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무
수한 특별법의 존재는 국민으로 하여금 어느 법규범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를 쉽
게 판단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 등은 평상적인 법운영
형태가 아니라 비상적이며 한시적인 방법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파행적
인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그와 같은 한시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
는데 이러한 특별법적인 법운영은 국민을 계몽하기는커녕 온통 특별로 국민을 마비
시켜 특별 불감증후군 현상을 낳을 뿐이다.15) 또한 지나치게 여론에 집착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수시로 법질서를 변동시킴으로써 올바른 법의식의 정착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양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특별법은 법이론과 법실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
적인 사례와 함께 특별법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워 법의 실효성과 준법의식의 약화가 우려된
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인적⋅물적 사고, 뺑소니 사고 등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등 특별법 등의 적용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특별
법의 증가는 법체계의 복잡화와 법규범 상호간 모순⋅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또 법적 안정성 저해와 법규범에 대한 신뢰 저하의 우려를 야기한다. 그에 대한 사
례로는 기본법인 「형법」의 상습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
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 폭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특별법의 제정은 국민 여론과 정치적 이유에서 입법되는 경우가 많아
13) Michael Kloepfer, Gesetzgebung im Rechtsstaat, VVDStRL, Heft 40, S. 72.
14) Günter Püttner, Der Rechtsstaat und seine offenen Prrobleme, DÖV 1989, S. 141 f.
15) 인권과 정의, 1990. 8 시론, 특별과 충격요법의 난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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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합리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파산법」과 「예금자보호
법」의 기본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조치적인 사항을 특별법
형식으로 해결하는 문제와 특정 사람⋅사항이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형평상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만 경락허가결정
에 대한 항고 시 공탁을 허용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을 들 수 있다. ⑤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없이 형사특별
법을 통한 가중처벌, 법정형 확대 등 형벌권 남용과 그로 인한 법규범에 대한 불신
확대와 부정적인 법문화 확산을 초래한다. 강력범죄와 범죄형량의 악순환적인 상향
추세, 형량의 법정 하한선 설정 등의 사례는 법관의 양형재량권 축소와 형벌책임주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16)

3. 행정특별법의 법적 성격과 특수성

1) 행정특별법의 법적 성격

일반행정법은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와 법원칙 전체를 말한
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일부의 총칙적 사항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민법총칙
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법총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일반행정절차를 정하는 행정
절차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만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행정법과는 달리 개별행정법은
개별행정분야에 적용하는 행정법을 지칭한다. 「지방자치법」, 「공물법」, 경찰행정
법, 경제행정법, 환경행정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교육법 등 행
정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에 따라 많은 개별행정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 정의되는데, 주로 다양하게 분화되
는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수많은 개별행정법이 형성되고 또 이와 관련하여 행정특별
법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특별법은 정책적, 목적적, 예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률이다. 다시 말해 특별법은 법률의 일반성⋅추상성을 부인하고 개별적⋅구
체적 상황에 있어서 개별적⋅구체적 조치를 입법화한 정책적⋅목적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며, 또한 특정 사람⋅사항에 한정되는 일반법에 대한 예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이론적 관점에서 특별법은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16)「형법」과 형사특별법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형사특별법 정비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총 19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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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행정특별법도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법실무에서는 특례법과 특별조치법 등 일정한 명칭
이 붙은 법률을 특별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명칭이 붙어있지 않더
라도 일반법 및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행정특별법의 특수성: 민사, 형사, 행정특별법의 차이

(1) 민사특별법

일반적으로 민사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다지 특별법과 친하지 않는 법 영역
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되거나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 정
비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민사 분야의 경우에는 입법이론적으로 크게 문제삼을만한
소지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민사특별법의 영역에서 특별법이 정비된 대표적인 사
례로는 「혼인신고특례법」(혼인에 관한 전시특례)을 「민법」에 흡수⋅통합한 것
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별법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민사
분야에서는 특별법 정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입법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
이 「민법」, 「민사소송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사기본법에
가급적 특례 조항을 두거나 그 내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이러한 방식이 민사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특별법 정비
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7)

(2) 형사특별법

앞에서 살펴본 민사특별법과는 달리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흉악범죄에 대처
하는 특별법이라든가 형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의 형사특별법은 과도한 형사제재
라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또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별법
정비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었다. 형사특별법의 현황, 입법추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해서는 특히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가 모범적인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18)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형사특별법에서 문제되는 점은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일반형법 대신에 수많은 형사

17) 한국법제연구원,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향, 1992, 151-181면 참조.
18) 형사정책연구원,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2008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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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제정⋅개정하여 변화하는 범죄현상에 대처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문제
는 제명상으로 특별법이 아니지만, 내용상 특별법인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예
를 들면 종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재「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되었다. ② 일반형법의 제정⋅개정 작업은
소폭에 그친 반면, 수많은 형사특별법을 제정⋅개정하여 변화하는 범죄 현상에 대
처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특별형법의 숫자 크게 증가 추세이며 특별형법의
홍수, 형사특별법 만능시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 특별형법은 제정⋅개정이
보다 손쉽고 국가의 정책의지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적 기능
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형법의 가중형사특별법, 특별형법의
가중형사특별법, 일반형법이나 특별형법에 유사 처벌조항이 있는 데에도 제정된 형
사특별법 등이 증가하고 있다. ④ 사회문제 발생시 과도한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하
는 형사특별법의 제정보다는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과 최후의 수단으로
서만 개입이 필요하다. 형사특별법이 현재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합리성을 지녔
다면, 입법론적으로는 형사특별법의 무조건 폐지보다는 일반형법에 편입시키는 방
법이 타당하다. 일반형법 편입 대상은 일반형법의 가중형사특별법, 특별형법의 가중
형사특별법, 일반형법이나 특별형법에 유사처벌조항이 있는 데에도 제정된 형사특
별법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 예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지
하거나 필요한 부분을「형법」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3) 행정특별법

민사특별법 및 형사특별법과는 달리 행정특별법은 문제영역의 다양성과 광범위성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민사특별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의 법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
지 않고, 문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일반법에 특례규정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고, 또 형사특별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의 법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형사처벌의 강화하는 문제에 비교적 수렴되는 점이
있어 특별법의 정비방안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행정특별법의 경우에는 행정작용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에 따른 특별법의 양상도 매우 폭이 넓어서 그에 대한 정비방안
도 민사특별법과 형사특별법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행정특별법의 영역은 민사특별법과 형사특별법과는 달리 체계정합성의 문제와
각 소관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특별법의 정비를 둘러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현행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특별법의 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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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러한 전제 위에서 행정특별법 정비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정비의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정특별법의 경우는 행정이 가지는 다양성과 광범위성, 전문
성과 복잡성 등의 그 본질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조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행정특별법의 유형분류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인 법률의 제명에 따른 특별법 분류의 문제와 법률의 내용에 따른 특별법 분류
의 문제를 감안하면서 동시에 소관부처에 따른 특별법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써, 소관부처별로 어떠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법률의 내용에 따
른 광범위한 고찰을 피하면서도 행정 특별법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찾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관부처에 따른 특별법의 분류방식을 토대로
개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특별법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
석을 행하고, 행정특별법 정비의 원칙과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요 국가의 특별법의 특징과 현황

우리나라의 행정특별법의 현황과 특징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비의 원칙과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여기에서는 먼저 외국의 주요 국가의 특별법의 특징과
현황이 어떠하며, 어떠한 특별법 등 법령정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
별법 정비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주요 국가의 특별법의 일반적 특징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의 특별법과 관련된 구체적 현황이 어떠한지 다양한 자료들
을 분석해보면 매우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는 특례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일반법에 그 내용을 편입하는 방
식을 우선적으로 취함으로써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일반적인 특징을 이
루고 있다.19) 다시 말해 서구에서는 특별법이라는 입법 형식이 매우 예외적인 현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법 양산이라는 법
적 문제와 씨름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주요 입
법 선진국에서는 특례 사항을 규율하려는 경우에도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입법형식
을 취하여 독립된 법률로 두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간, 장소, 사람 등의 관계에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약
19) 한국법제연구원,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향, 1992, 6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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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행하는 법률에 대해 특별법 형태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외국의 주요 국가
에서 독자적인 특별법 형식을 원칙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가급적 자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로 입법 체계의 복잡화를 방지하려는 입법권자들의
의식적 규범 통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유독 특별법 형태로의 입법화가 빈번하다. 이와
같이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이례적으로 특별법이 과잉 입법화되는 상황이 지
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특별법을 취하고 있는 일
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는 다른 정치적 맥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별
법이 양산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사회학적
인 연구가 행해지지 않아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별법의 과잉 입법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특별함을
재차 강조해야 중요성을 인식하는 불안정한 사회정서 탓에 특별법의 양산이 기인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하기보다는, ‘이것은 특
별하다’는 것을 유독 재차 강조해야 의식적으로 그 규범의 중요성을 더욱 인상 깊게
받아들이게 되는 불안정하고 감성적인 사회정서 탓에 특별법 양산의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합리적인 입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특별법
양산의 현상을 막음으로써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체적인 입법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특
례법 입법례를 의존하면서 이를 많이 참고해 온 입법 관행적 측면도 한 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별법에서 나타나는 일본법에의
의존성이 다른 나라의 특별법 현황과 비교할 때 과연 바람직한 입법의 형태인가 진
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점은 법제도 선진화 작업에서도 자주 강조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의 특별법 현황이
어떠하며, 그 문제점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주요 국가의 특별법 현황과 문제점

(1) 영국과 미국

영국의 입법형태는 보통 Public Law와 Private Act의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다.
일반 법률을 뜻하는 Public Law는 국가 전체를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인
데 반해, 개별 법률을 뜻하는 Private Act는 특정의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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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개인과 단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전자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지역적 개별 법률, 즉 Local Act라 하고, 후자와 같이 특정한 개인
과 단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인적 개별 법률, 즉 Personal Act라 한다. 이러한 개
별 법률이 제정된 주된 분야로는 특정 부부의 이혼⋅귀화, 특정 개인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박탈함으로써 생명의 보호와 재산의 몰수를 규정하는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 회사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특권부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개별 법률의 입법형태를 필요한 최소한의 분야에서만 활용하고 있
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법령정비 작업을 통하여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법령정비
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최근 영국에서의 입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법형태도 같은 영미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입법형태와 크게 다르
지 않다. 다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와는 달리 그 표현법이 약간 상이하다는 점을 숙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영국에서와는 달리 지역적 개별 법률을 Local Act가
아니라 Local Law라고 하고, 인적 개별 법률을 Personal Act가 아니라 Private Law라
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둘을 총칭하여 특별법, 즉 Special Law라고 한다. 또
다른 용어상의 차이는 영국에서 일반 법률을 뜻하는 Public Act를 미국에서는 General
Law라고 부르고, 또 Local Law와 General Law를 총칭하여 Public Law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그 표현법을 달리 함으로써 이해에 있어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의 특별법 현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적 개별
법률을 뜻하는 Private Law에 집중적으로 특별법의 입법형태가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주로 1970년대에 들어와서 출입국 관계와 합중국을 당사자로 하는 채권채무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특별법의 제정은 주로 인적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제정되었고, 다른
법 분야에서는 특별법의 입법형태가 선호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특별법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2) 독일

독일의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 내용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유
형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소수의 국민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별인적 법률, 개별적
이고 구체적 상황이나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건적 법률, 적용기간이 한정
된 한시법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인적 법률, 개별사건적 법률, 한시법
등의 입법형태는 현대 입법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별법의 유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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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는
처분적 법률의 입법유형은 독일의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와 같이 특별법 입법의 남용과 같은 문
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체로 일반법에 특례 조항을 두거나 그
내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법 현황과 관련해서는 크
게 문제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일정한 시점에서 다시 일
반법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형태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법을 둘러
싼 법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법령정비 사업은 1968년에 있었던 연방법 정비사업이다. 연방정
부는 1968년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당수의 연방법을 정
리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1958년 7월 10일부터 1963년 12월 31일 사이에 시행중
인 연방법률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연방법률집 III에 게재
하여 공포했다. 이를 통해 연방법률집에 담기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들이 사실상 효
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연방법률집에 실린 법령들은 일정한 체계성의 원칙에 따라
정비되었는데,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 독일은 2003년부터 ‘선도적 관료주의 철폐’ 프로그램 속에서 법령정비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관료주의 철폐와 더
나은 입법’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령정비 프로젝트는 2003
년에 시작된 이래 11개의 법령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성
과를 가져왔다. 연방 법무성은 법령정비의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목표를 완전한
법률과 법규들의 최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삼고, 그렇지 못한 법률과 법규들을
제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11개의 법령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총
376건의 법률, 643건의 법규명령 및 기타의 다른 법규 등 총 1,040건의 연방법령
을 정비했다. 특히 통일조약에 근거를 두고, 통일 이행을 위해 제정된 과도기의 법
들이 많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68년 연방법 정비사업 이래 매우 의미가
있는 법령정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법령정비 사업의 목표는 시의성을 상실한 법령, 복잡한 법령, 체계성을 상
실하거나 모호해진 법령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령 전체를
간결하고 단순화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수범자 친화적인 법
령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의 법령정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식적 기준과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제시한 법령
정비의 기준들은 ① 오래된 법, ② 경과법 및 부수법, ③ 그 밖의 사문화된 법이었
으며, 각 범주별로 다시 법령의 유형과 상태, 법령 간의 관계, 수범자의 법령준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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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법령집행자의 집행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영역별 법령정비를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처럼 그다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
지 않는 특별법들도 이러한 법령정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비함으로
써 별도의 특별법 정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독일에서 특별법 정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환경형법’의 정비와 일반 형법에의 편입: 1980년 ｢형
법｣ 개정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수의 환경형법 특별법을 ｢형법｣에 편입시켰
다.20) ② 「파산법」ㆍ「화의법」의 「형법」 편입: 1994년 ｢화의법｣ 및 ｢파산법｣
을 개정하여 형사특별법 규정들을 ｢형법｣ 제24장 “파산의 죄”로 편입하여 규정하고
있다.21) ③ ｢민사특별법｣의 ｢민법｣ 편입: 2002년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계약법제
관련 다수의 ｢민사특별법｣을 ｢민법｣에 통합하였다.22)

(3) 일본

서구의 주요 국가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법 형태로 입법화된
사례가 매우 많다. 일본의 특별법은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3-4배에 달하고
20) 독일은 고유의 형사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다양한 환경 형법들을 정비하여 일반 형법 속에 편입
했다. 독일은 1980년 7월 1일의 18차 형법 개정을 통하여 제29장 제324조 이하의 규정들에서 지
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별도로 규율하던 환경 형법의 규정들을 통합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형법적 보호 규정들을 중요 부분
으로 묶어 관련 규정들은 형법전 속에 문명하게 편입시킨 것이다. 이는 법적 규범력의 변화를 의
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규범적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으며 주로 입법권자들의 법정책상의
의식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결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의 형법전으로의 편입
조치는 오히려 환경 형법이 규율하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하면서 더욱 견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
게 되었고, 그 결과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장비를 단시간 내에 갖추고 환경범죄만을 다루는
경찰과 검찰 내 특별부서가 탄생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당시에 완전하고 독자적인 환경
형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나, 법령이 너무나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에서 포
기되었고, 형법전으로 일괄 편입하는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환경범죄
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5년 후에는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독일은 1994년「파산법」과「화의법」의 규정들을 형법전으로 편입했다.「파산법」과「화의법」의
규정의 일부는 새로 개정하고 일부의 제정 작업과 함께 형법전 제24장 “파산의 죄”라는 새로운 제목
으로 편입시켰는데, 산재된 형법 규정과 형사특별법 규정들을 법이론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수용하려
는 노력과 경제영역을 형법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하려는 법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2) 독일은 2002년 민법전 대폭 개정 작업을 토대로 ‘민사특별법’들을「민법」으로 흡수했다. 민사특
별법(부속법률)으로 규율되어 왔던 상당수의 소비자계약법제들이 민법전으로 통합되었는데,「방문
판매법」,「소비자신용법」,「격지판매법」,「주거일시이용권법」,「할인율전이법」,「기본이율제한
액령」 등의 특별법을「민법」으로 통합시켰다. 특히「약관규제법」의 경우 실체법적인 조항이 조
문의 정비와 약간의 수정을 거쳐「민법」상 채권편에 흡수되었는데, 이는 다른 특별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명료성의 관점에서 사법(私法)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
해 사법(私法) 질서 규범의 투명성⋅조감성⋅체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범자나 법집행자가 법규범을
용이하게 수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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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법이라는 독립적인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입법 유형과 내용면에서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특별법의 종
류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많고, 그 숫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
행 우리나라의 특별법이 그 입법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입법 내용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특례법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다양한 측면에서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계의 진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특별법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일본만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파벌⋅족의원⋅후원회라는 특수한 일본적인 정치현
상이 정책결정 및 입법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소위 ‘족(族)의원’은 원래 특
정 분야에 정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료 독주를 견제하는 여당 의원
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60년대 후반부터 각종 정책과 법안의 사전 심의권을 거머쥐
면서 정경유착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맥과 인맥 구축에 유용한 건설⋅농림⋅
상공 분야는 족의원 중의 족의원인 ‘고산케(御三家)’로 불리면서 일본 정치부패의 구
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족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일 뿐 일종의 로비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브로커’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로비를
양성화해 정치인과 로비스트를 분리시킨 반면, 일본은 두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사
회이다 보니 족의원, 관료, 재계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가 형성되어 수십 년간 일본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특수한 정치적, 입법적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법이 양산
되고, 이를 제때에 적절하게 정비하지 못함으로써 매우 많은 특별법을 유지하게 되
고 특별법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당⋅재계⋅관
료 삼위일체의 엘리트 집단이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입법을 장악하면서 이러한 현실
적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계속 미궁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특별법의 정비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경우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서구의 다른 주요 국가의 특별법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특별법의 현황은 우리의 경우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아
직까지 특별법 정비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정비의 원칙과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특별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만 추상적 차원에서 제
기되고 있음에 그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특별법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 특례 사항들은 일반법의 내용으로 편입
시키려는 방법을 우선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특정 대상⋅분야에 대해서만 특별법
의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처음부터 특별법 양산의 법적 문제를 막고 있음을 알 수

- 26 -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만이 가지는 특수한 정치⋅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별법의 양산을 조장하는 입법형태를 취함으로써 특별법을 둘러
싼 법적 문제의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은 특별법
정비의 원칙과 기준 및 방향제시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정비의 원칙과 기준 및 방향제시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구의 주요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규범통제 및 법령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
법의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법 정비의 원칙
과 기준 및 방향제시와 관련해서는 이하의 제4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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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행정특별법 현황과 유형별 분석

1. 서설

행정특별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행정분야를 구별하여 특별법 현
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법령 중에 행정분야 특별법을 조사⋅분
석하는 전수조사를 해야만 문제점과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특별법
은 다양한 형식과 분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행정특별법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법
제명에 따른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법제명상으로는 특별법이 아니지만 법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내
용상 특별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 다수 발견되어 중요한 몇몇 분야
를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23)
분석 법령의 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2012년 8월 현재 부처별 법령을 기
준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15부 2처 18청, 7위원회, 5개 헌법기관의
법률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법률은 총 1,282개의 법률을 조사⋅분석하여 특별
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총 147개로 약 11.4%로 조사되었다.24) 분석과정상
부처의 중복이 발생하는 관계로 부처가 중복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모두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였기에 기준이 되는 법률보다는 다소 많은 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표-1> 특별법 현황
순번

1

2

법령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정일자

소관부처

2004. 3.22

국방부

2010. 5.17

환경부

23) 특별법 형식을 갖고 있는 입법은 그 내용, 형식, 수범자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에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중 특별법의 성향이 강하고 통합이 가
능한 특별법 위주의 법률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4) 본 보고서는 행정법상의 특별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및 형법상의 특별법 내용
은 제외하였다. 민법 및 형법상의 특별법을 포함한 것은 162개이다.

- 28 -

3

4

5

6

7

8

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2. 1.26

문화체육관광부

1995. 12.21

국방부, 법무부

2005. 5.31

교육과학기술부

2002. 12.30

지식경제부

2004. 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2010. 4.28

외교통상부

2007. 1.11

국토해양부

1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00. 12.20

금융위원회

1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2. 1.26

문화체육관광부

1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008. 12.11

법무부

1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991. 5.31

교육과학기술부

2012. 1.26

교육과학기술부

1993. 12.31

국토해양부

2004. 3.22

교육과학기술부

14

15
16

17

18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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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6

2004. 1.20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006. 12.30

국방부

2011. 1.4

교육과학기술부

2004. 12.31

국토해양부

2004. 3.5

국방부,
행정안전부

2004. 3.5

농림수산식품부

2004. 1.29

보건복지부

2009. 6.9

농림수산식품부

2006. 3.24

소방방재청

1997. 4.10

국토해양부

2010. 3.22

행정안전부

2005. 7.13

교육과학기술부

1967. 3.3

법무부

1967. 3.3

법무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30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31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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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4

35

36
37
38

3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기특별회계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2005. 12.30

국토해양부

2008. 3.28

국토해양부

1997. 12.13

환경부

2007. 12.27

국토해양부

2004. 3.5

문화체육관광부

1993. 6.11

법무부

2011. 4.4

산림청

2005. 5.31

교육과학기술부

4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3. 12.31

국토해양부

4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 3.21

법무부

2007. 1.19

국토해양부

4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3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7. 12.27

농림수산식품부

4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2010. 12.27

행정안전부

1995. 1.3

외교통상부

2010. 12.27

행정안전부

45

46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4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005. 5.31

산림청

4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03. 12.3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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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0

51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
한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1999. 9.2

교육과학기술부

1995. 1.5

국토해양부

2008. 3.28

국토해양부

2005. 3.18

국토해양부

2006. 9.27

문화체육관광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52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5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008. 3.21

보건복지부

5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994. 3.24

지식경제부

2008. 3.14

국토해양부

5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5. 1.27

지식경제부

5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007. 7.13

국토해양부

2004. 3.22

행정안전부

2004. 3.22

농림수산식품부

2007. 8.3

소방방재청

2011. 3.29

금융위원회

2004. 10.22

중소기업청

59

60

61

62

6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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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5

66

67

68

69

70

7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0. 1.21

행정안전부

2011. 3.30

보건복지부

2000. 1.12

행정안전부

2006. 2.21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2006. 3.3

행정안전부

2004. 12.31

국방부

2005. 3.31

지식경제부

2006. 3.3

중소기업청

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03. 9.29

중소기업청

7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3.21

보건복지부

7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1.16

행정안전부

7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0. 10.1

행정안전부

2008. 6.29

방송통신위원회

76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7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004. 3.22

문화체육관광부

7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 9.16

국토해양부

7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육과학기술부,
2008. 3.28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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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4. 3.5

고용노동부

2011. 3.8

소방방재청

8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10. 1.22

교육과학기술부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0. 12.29

국토해양부

2005. 12.29

법무부

8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8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5. 12.29

지식경제부

8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999. 8.31

교육과학기술부

2008. 9.15

교육과학기술부

2005. 12.23

국토해양부

87

8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89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2008. 3.14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표-2> 특례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일자

소관부처

2010. 3.12

행정안전부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2. 2.22

국토해양부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1976. 12.22

보건복지부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7. 5.25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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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11. 3.30

기획재정부

1967. 3.3

기획재정부

1962. 11.6

법무부

2009. 3.25

법무부

2008. 3.28

법무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6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7

8

9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61. 11.1

경찰청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8. 9.23

지식경제부

2008. 6.5

국토해양부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4. 7.27

법무부, 대법원

1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1991. 5.31

행정안전부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81. 1.29

법무부

1974. 12.12

기획재정부

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7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1963. 5.31

기획재정부

1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996. 12.30

지식경제부

19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1995. 12.6

대법원

1961. 12.13

법무부

20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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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1999. 8.31

행정안전부

1967. 12.31

보건복지부

2005. 12.31

기획재정부

1963. 4.11

외교통상부

1967. 1.16

법무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2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26

조세특례제한법

1965. 12.20

기획재정부

27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 3.31

행정안전부

2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04. 3.22

지식경제부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995. 12.29

교육과학기술부

1995. 12.21

국방부, 법무부

3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표-3>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1

2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자

소관부처

2000. 1.28

국토해양부

1996. 1.5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3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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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7

고용노동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4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1997. 1.13

국방부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 6.11

지식경제부

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 1.8

농림수산식품부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80. 12.31

보건복지부

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3. 12.29

기획재정부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7. 8.28

중소기업청

1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0. 8.1

법무부

11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7. 1.16

법무부

2001. 2.3

지식경제부

1997. 4.10

중소기업청

12

1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4

원호재산특별처리법

1963. 7.26

국가보훈처

1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 1.20

행정안전부

1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 1.1

국방부

2009. 4.22

국토해양부

2009. 3.25

국토해양부

17

1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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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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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소관부처

1999. 2.8

환경부

2010. 2.4

농림수산식품부

2002. 1.14

환경부

2010. 8.5

농림수산식품부

2002. 1.14

환경부

2005. 5.31

보건복지부

2011. 7.14

보건복지부

2002. 1.14

환경부

2012. 2.22

보건복지부

2011. 1.4

보건복지부

1995. 1.5

환경부

2007. 10.17

보건복지부

위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특별법의 특색과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입법제안자에 따른 입법현황, 회기별 입법현황 분석, 부처별 특별법 입법현황 등으
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처, 입법자, 시대현상을 살펴봄으로써 법률
의 입법변화를 알 수 있고, 또 특별법의 발생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제안자에 따른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우선 행정특별법에 대한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입법제안 형식과 제안내용을 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특별법 제정이유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입
법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법 성향이나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법제안
의 형식은 크게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입법은 정부가 제출
한 입법을 의미하며, 정부가 결정한 중요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률안은 거의 정부제
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이나 기
존 법률제도의 정비와 결여의 보완을 위한 입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의
원입법은 법안 제안자의 구분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의한 입법에 대비하
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을 지칭하며 제안주체에 따라 의원발의
(議員發議)25), 위원회제출(委員會提出)26), 의원제안(議院提案)으로 그 유형을 나누
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제안(議院提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며 <표-5>와 같이 총
160개의 법률 중 의원입법이 111개, 정부입법이 49개가 제정되어 있다.

<표-5> 입법제안자에 따른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특별법 형식을 갖는 입법

의원입법

74

18

11

8

정부입법

23

14

8

4

우선 의원입법의 경우 특별법 74건, 특례법 18건, 특별조치법 11건, 특별법 형식
을 갖는 입법 8건, 정부입법은 특별법 23건, 특례법 14건, 특별조치법 8건, 특별법
형식을 갖는 입법 4건으로 조사되었다.
25)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
다.
26) 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
을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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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월등히 많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법 대부분이 처음부터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것만은 아니
다. 즉 처음에는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다가 후에 회기폐기, 대체입법 등의 사유로
인해 후에 의원입법으로 입법화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행정특별법 중 「주한미
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의원입법의 13.4%로
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와 법률제출 할 권
한이 있는 정부의 견해 차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분야별로 도
표화하여 분석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의원입법 현황

[그림-1]과 같이 의원입법의 경우 특례법이나 특별조치법에 비해 특별법이 62%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특례법이나 특
별조치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례나 조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특별조치법은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제안자들이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전부 특별
법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6ㆍ25관
련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과 특별조치법
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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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정부입법 현황

정부입법
8%

특별법

16%
47%

특례법
특별조치법

29%

특별법 성질을 갖는
입법

다음으로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입법의 경우 의원입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정부입법도 의원입법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의원입법처럼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입
법은 제안 시에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의 분류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법명 및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입법정비
과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명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입법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등을 기준으로 행정특별법으로 제
안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
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은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위하여 제정된 형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 행정특별법이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의 형태로 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례법이나 특별조치법보다는 특별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
다.
첫째, 입법부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지위인 입법권을 가
지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도 입법제안을 소홀히 했다
고 할 수 없다. <표-6>은 제헌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국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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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와 정부제출 건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자료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래 제11대 국
회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건수는 임기별로 비중이 편차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
으로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보다 많았다. 특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가 존속했던 제7대 국회부터 제11대 국회까지는 총 접수 건수 중 적게는 54%,
많게는 96% 가량이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국회가 통법부라는 오명을 듣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제12대 국회부터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을 앞지르기 시작함
으로써 외형적으로나마 국회가 꾸준히 입법권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
가 입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법률에 대한 모두가 좋은 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

<표-6>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접수현황(제헌국회-제18대국회)
대 별

기 간

총접수건수

의원발의

정부제출

제 헌 국 회

48. 5.31 ~ 50. 5.30

248

105

143

2 대 국 회

50. 5.31 ~ 54. 5.30

420

202

218

3 대 국 회

54. 5.31 ~ 58. 5.30

410

171

239

4 대 국 회

58. 5.31 ~ 60. 7.28

325

124

201

5 대 국 회

60. 7.29 ~ 61. 5.16

298

139

159

61. 5.19 ~ 63. 12.16

1,158

545

613

6 대 국 회

63. 12.17 ~ 67. 6.30

658

416

242

7 대 국 회

67. 7.1 ~ 71. 6.30

535

244

291

8 대 국 회

71.7.1 ~ 72. 10.17

49

14

35

9 대 국 회

73. 3.12 ~ 79. 3.11

633

154

479

10 대 국 회

79. 3.12 ~ 80. 10.27

130

5

125

국가재건
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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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

80. 10.28 ~ 81. 4.10

189

33

156

11 대 국 회

81. 4.11 ~ 85. 4.10

491

204

287

12 대 국 회

85. 4.11 ~ 88. 5.29

379

211

168

13 대 국 회

88. 5.30 ~ 92. 5.29

938

570

368

14 대 국 회

92. 5.30 ~ 96. 5.29

902

321

581

15 대 국 회

96. 5.30 ~ 00. 5.29

1,951

1,144

807

16 대 국 회

00. 5.30 ~ 04. 5.29

2,507

1,912

595

17 대 국 회

04. 5.30 ~ 08. 5.29

7,489

6,387

1,102

18 대 국 회

08. 5.30 ~ 12. 5.29

13,912

12,219

1,693

입법회의

둘째,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으나,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안반영 폐기, 위원
회가결, 회기만료폐기 등으로 이후 의원발의 형식으로 변경되어 입법화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셋째, 법안발의 정족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법안발의
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국회법」제79조). 제헌국회 당시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정수 요건이 10인으로 되었으나 제9대 국회인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20인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후 200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행과 같
은 10인으로 재조정하였다. 이처럼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원정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안 발의의 남발에 따른 비용과 불편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영미와 같이 1인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27)과 함께 5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과 현행의 10인 정
27) 함성득 외, 제15대 국회의 평가와 향후 국회운영쇄신의 과제, 국회사무처, 2000. 11,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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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한하는 것은 법안발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28)
가 대립되고 있다. 제도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떠나 발의요건을 낮춘 것은 법안발
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으로 의원입법 발의 건수를 중요
하게 다룬다는 점도 의원입법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의정
활동은 지역구 활동 못지 않게 중요할 뿐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재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가
활성화되었다.

3. 회기별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표-7>에서 특별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6대 국회 2건, 13대 국회 1건,
14대 국회 8건, 15대 국회 6건, 16대 국회 22건, 17대 국회 37건, 18대 국회 21건
으로 총 97건이 제정되었다. 이 중 16대, 17대, 18대 국회가 전체 건수에 80건으
로 82.4%를 차지하고 있어 2000년 이후에 특별법이 많이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특례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5건, 6대 국회 3건, 7대 국
회 2건, 9대 국회 2건, 국가보위입법회의 1건, 11대 국회 1건, 13대 국회 2건, 14
대 국회 9건, 15대 국회 4건, 16대 국회 1건, 17대 국회 4건, 18대 국회 9건으로
총 43건이 제정되었다. 특례법의 경우 국가재건최고회의, 6대 국회, 6대 국회, 9대
국회가 12건으로 약 30%, 13대 국회, 14대 국회, 15대 국회가 15건으로 약 35%,
16대, 17대, 18대 국회가 총 15건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법률
이 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조치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2건, 6대 국회 3건, 7
대 국회 2건, 국가보위입법회의 1건, 11대 국회 1건 13대 국회 1건, 14대 국회 3
건, 15대 국회 4건, 16대 국회 2건, 18대 국회 3건으로 총 22건이 제정되었다. 국
가재건최고회의, 6대 국회, 7대 국회가 7건으로 약 32%, 13대 국회, 14대 국회,
15대 국회가 약 36%, 16대 국회, 18대 국회가 5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특례법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법 성질을 갖는 입법의 회기별 입법건수를 보면, 14대 국회 1건, 15대 국회
1건, 16대 국회 3건, 17대 국회 2건, 18대 국회 5건으로 총 12건을 조사하였다. 이
는 전체적인 법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
법을 찾아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사된
28)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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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는 14대 국회 이후에 대부분의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것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7> 회기별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특별법
대 별

기 간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성질을 갖는
입법

제 헌 국 회

48. 5.31~50. 5.30

0

0

0

0

2 대 국 회

50. 5.31~54. 5.30

0

0

0

0

3 대 국 회

54. 5.31~58. 5.30

0

0

0

0

4 대 국 회

58. 5.31~60. 7.28

0

0

0

0

5 대 국 회

60. 7.29~61. 5.16

0

0

0

0

61. 5.19~63. 12.16

0

5

2

0

6 대 국 회

63. 12.17~67. 6.30

2

3

1

0

7 대 국 회

67. 7.1~71. 6.30

0

1

1

0

8 대 국 회

71. 7.1~72. 10.17

0

0

0

0

9 대 국 회

73. 3.12~79. 3.11

0

2

0

0

10 대 국 회

79. 3.12~80. 10.27

0

0

0

0

80. 10.28~81. 4.10

0

1

1

0

11 대 국 회

81. 4.11~85. 4.10

0

0

1

0

12 대 국 회

85. 4.11~88. 5.29

0

0

0

0

13 대 국 회

88. 5.30~92. 5.29

1

1

1

0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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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 국 회

92. 5.30~96. 5.29

8

6

3

1

15 대 국 회

96. 5.30~00. 5.29

6

3

4

1

16 대 국 회

00. 5.30~04. 5.29

22

1

2

3

17 대 국 회

04. 5.30~08. 5.29

37

3

0

2

18 대 국 회

08. 5.30~12. 5.29

21

6

3

5

97

32

19

12

합계

이상과 같이 행정특별법의 경우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많이 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법안 발의 정족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0명으
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법안발의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둘째, 사회적ㆍ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규제정책이나 기존정책의 변경
등 입법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원인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포함하는 급속한 사회변화는 우리의 법률생활 속에서 입법의 중요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29) 전통사회에서처럼 사회변화가 느린 사회에서는 법 이외의 사회규범
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규범이나 관습법이 생성되기에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입법의 비중이 커질 수밖
에 없다. 15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이전 국회보다 3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IMF 사태 등 사회변화에 대한 입법수요의 증가에 따라 활발한 입법안이
제출되었다는 분석30)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시대 및 사회적 전환기에 국민
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국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보다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
기 쉽다는 점 때문에 의원입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31)
즉, 국회의원은 항상 선거를 의식해야 하므로 선거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

29) 최대권 외, 사회변화와 입법, 도서출판 오름, 2008.
30) 최정원,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5집 3호, 2001. 136면.
31) 임인규 외, 17대 국회 의원입법의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자료,
2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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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법률 제ㆍ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기존 제도의 창조적 파괴가 동반되
는 일인데 이러한 일은 정부보다 국회가 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입법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언론ㆍ시민단체 등이 의정활동 평가 항목으로 의원입법 발
의 건수를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많은 의원들이 입법제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만 발의 건수가 평가대상이 됨으로써 발의 법안의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발의 건수만을 늘리기 위한 중복 발의 혹은 하나의 법안을 여러 건으로 쪼개
어 발의하는 등의 행태도 보이고 있다.32) 그 결과 발의 건수는 증가되었으나 가결
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4. 부처에 따른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부처에 따른 행정특별법 유형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행정특별법이 부처별로 사무
분장 및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부처별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특별법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분야와
입법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준의 하
나로 부처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부처별 유형 분석을 통하여 각 부처에서 특별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및 분야

를 분석하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특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소관부처별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처가 행정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
부, 통일부, 검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
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감사원, 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일부 부처에서는 행정특별
법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부처의 특성과 소수의 법률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하에서 부처별
행정특별법 규정을 조사⋅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총 90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13건, 특례법 2
건이 제정되어 있다. 연도별로 특별법이 1991년 1건, 1999년 2건, 2004건 2건,
32) 홍완식, 앞의 논문, 2008,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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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건, 2008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건이며, 특례법이
1995년 1건, 2007년 1건이 제정되었다. 이를 보면 2005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개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8> 교육과학기술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1999. 9.2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2005. 5.31

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2008. 9.15

4
5
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004. 1.20
1991. 5.3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5. 5.31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10. 1.22

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8. 3.28

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005. 7.13

1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 1.26

1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999. 8.31

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 1.4

1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2004.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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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교육과학기술부 특례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7. 5.25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995. 12.29

2) 국방부의 경우 총 57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5건, 특례법 1건, 특별조
치법 3건을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이 1995년 1건, 2004년 3건 2006년
1건, 특례법이 1995년 1건, 특별조치법 1970년 1건, 1996년 1건, 1997년 1건이
제정되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
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
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로 명예회복33)이나 지원제도34)에 분야가 주류
를 이루고 있는 점은 특이한 사항이다.

<표-10> 국방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4. 3.5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2006. 12.30

3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 12.21

4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
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2004. 12.31

2004. 3.22

3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조치법」.
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
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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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국방부 특례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 12.21

<표-12> 국방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6. 1.5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
2

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
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1997. 1.13

특별조치법

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 1.1

3) 국토해양부의 경우 총 142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19건, 특례법 2건,
특별조치법 3건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1993년 1건, 1995년 1건,
1997년 1건,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5년 3건, 2006년 1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특례법 2008년 1건, 2012년 1건, 특별조치
법 2000년 1건, 2009년 2건이 제정되었다. 이 중 2004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19개로 약 10년간 79%가 제정되어 최근에 많이 제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
분 법률은「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등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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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국토해양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7. 1.19

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07. 12.27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997. 4.10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8. 3.28

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2008. 3.28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3. 12.31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 9.16

8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08. 3.14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5. 12.30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 2.21

1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993. 12.31

1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007. 7.13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7. 1.11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04. 12.31

15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2005. 12.23

16

1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08. 3.14

2005. 3.18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95. 1.5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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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국토해양부 특례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2. 2.22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08. 6.5

<표-15> 국토해양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 3.25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 4.22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 1.28

4) 기획재정부의 경우 총 65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1건, 특례법

6건, 특별조치법 1건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2004년 1건, 특례법
1963년 1건, 1965년 1건, 1967년 1건, 1974년 1건 2005년 1건, 2011년 1건, 특
별조치법 1983년 1건이 제정되었다. 이 중 2000년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5개로
6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의 중요성에 비해 특별법이 다소 적은
편이다.

<표-16> 기획재정부 특별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4. 1.16

<표-17> 기획재정부 특례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1963. 5.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2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중국군대
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
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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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3.3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974. 12.12

4

조세특례제한법

1965. 12.20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05. 12.31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11. 3.30

<표-18> 기획재정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3. 12.29

5) 고용노동부의 경우 총 40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1건, 특별조치
법 1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2004년 1건, 특별조치법 2009년 1건
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련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9> 고용노동부 특별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04.3.5

<표-20> 고용노동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 1.7

6)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총 83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5건, 특별
조치법 1건,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이 2건으로 총 8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
도별로 특별법 2004년 2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1건, 특별조치법
2001년 1건,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은 2009년 1건, 2010년 1건이 제정되었다.
이중 2007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62.5%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농어업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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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
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
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식품과 관련한 특별법은 보이지 않는다.

<표-21> 농림수산식품부 특별법 현황
순번
1

2
3
4
5

법령명

제정일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04. 3.5

2004. 3.22
2007. 12.27
2008. 3.14
2009. 6.9

<표-22> 농림수산식품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 1.8

<표-23> 농림수산식품부 특별법 성질을 갖는 입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2.4

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8.5

7)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총 47개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6건만을 제
정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2004년 3건, 2006년 1건, 2012년 2건이 제정되었다. 모
든 법률이 2004년 이후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체육 분야 보다는 문화관광 분야에
법률들이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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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4. 3.5

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004. 3.22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4. 3.5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
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2. 1.26

5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2. 1.26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06. 9.27

8) 법무부의 경우 총 151개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7건, 특례법 11건,
특별조치법 2건으로 총 20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1961년 1건,
1962년 1건, 1967년 4건, 1981년 1건, 1990년 1건, 1992년 1건, 1994년 1건,
1993년 1건, 1995년 3건, 2005년 1건, 2008년 3건, 2009년 1건이 제정되었다. 이
중 특별법은 2000년 이후에 5개를 제정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
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5> 법무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1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1967. 3.3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008. 12.11

3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 12.21

4

등기특별회계법

1993. 6.11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5. 12.29

- 55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6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1967. 3.3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 3.21

<표-26> 법무부 특례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1962. 11.6

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1992. 11.30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08. 3.28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4. 7.27

5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1961. 12.13

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009. 3.25

7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1967. 1.16

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 12.21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81. 1.29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995. 12.6

1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2005. 8.4

<표-27> 법무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법령명

1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일자
1967. 1.16
199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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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복지부의 경우 총 88개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5건, 특례법 2
건, 특별조치법 1건, 특별법 성질을 갖는 입법 5건으로 총 13건이 제정되어 있으
며, 연도별로 특별법 2004년 1건, 2008년 3건, 2011년 1건, 특례법
특별조치법

1976년 2건,

1980년 1건, 특별법 성질을 갖는 입법 2005년 1건, 2008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2건이 제정되었다. 이 중 2004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10개
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지원 법
률들이 제정되었다.

<표-28> 보건복지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3.21

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8. 3.28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008. 3.21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29

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 3.30

<표-29> 보건복지부 특례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67. 12.31

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1976. 12.22

<표-30> 보건복지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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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2.31

<표-31> 보건복지부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 5.31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1. 7.14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2.22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1.4

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
에 관한 법률

2007. 10.17

10) 외교통상부의 경우 총 26개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2건, 특례법 1
건으로 총 3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1995년 1건, 2010년 1건, 특
례법 1963년 1건이 제정되었다. 동 부처는 이민관련 법률, 외교관련 법률, 영역관
련 법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별법 현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32> 외교통상부 특별법 현황
순번
1
2

법령명

제정일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1995. 1.3
2010. 4.28

<표-33> 외교통상부 특례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1963. 4.11

11) 지식경제부의 경우 총 96개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7건, 특례법 3
건, 특별조치법 2건으로 총 12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1994년 1건,
1995년 1건, 2002년 1건,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8년 1건, 특례법 1996년
1건, 1998년 1건, 2004년 1건, 특별조치법 1993년 1건, 2001년 1건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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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000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7개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방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
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개발관련 법률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표-34> 지식경제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2. 12.30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5. 12.29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4. 1.16

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8. 3.28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5. 1.27

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994. 3.24

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
에 관한 특별법

2005. 3.31

<표-35> 지식경제부 특례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8. 9.23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04. 3.22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996. 12.30

<표-36> 지식경제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 6.11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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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안전부의 경우 총 93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11건, 특례
법 4건, 특별조치법 2건으로 총 17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2000년
2건, 2004년 3건, 2006년 2건, 2010년 4건, 특례법 1991년 1건, 1999년 1건,
2010년 2건, 특별조치법 1962년 1건, 1996년 1건이 제정되었다. 이 중 2000년 이
후에 제정된 법률이 13개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지방분권에 따른 지방분권촉
진에 관한 특별법」,「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지방분권 법률과「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주 4
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관련 법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표-37> 행정안전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4. 3.22

2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1.16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0. 1.12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4. 3.5

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0. 10.1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006. 3.3

7
8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
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10. 3.22
2000. 1.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 2.21

1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2010. 12.27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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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 행정안전부 특례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
한 특례법

1999. 8.31

2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2010. 3.12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 3.31

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1991. 5.31

<표-39> 행정안전부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6. 1.5

2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 1.20

13) 환경부의 경우 총 48개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3건, 특별법의 성
질을 갖는 입법 5건으로 총 8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은 1997년 1
건, 2003년 1건, 2010년 1건,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은 1995년 1건, 1999년
1건, 2002년 3건이 제정되었다. 이 중 2000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5개로 62.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으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
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표-40> 환경부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997. 12.13

2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2010. 5.17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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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환경부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 1.14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 1.14

3

4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 1.14

1995. 1.5

1999. 2.8

14) 국가보훈처의 경우 총 17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조치법 1건만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1963년 특별조치법 1건이 제정되었다.

<표-42> 국가보훈처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원호재산특별처리법

1963. 7.26

15) 경찰청의 경우 총 21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례법 1건만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1961년 특례법 1건이 제정되었다.

<표-43> 경찰청 특례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61. 11.1

16) 산림청의 경우 총 16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2건만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은 2005년 1건, 2011년 1건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률은
대부분 2005년 이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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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산림청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005. 5.31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4.4

17) 소방방재청의 경우 총 22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3건만 제정
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만 2006년 1건, 2007년 1건, 2011년 1건이 제정되었
다. 이들 법률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정되었다.

<표-45> 소방방재청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6. 3.24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007. 8.3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3.8

18) 중소기업청의 경우 총 15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3건, 특별조
치법 2건으로 총 5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 2003년 1건, 2004년 1
건, 2006년 1건, 특별조치법 1997년 2건이 제정되었다. 대부분은 200년 이후에 제
정되었으며,「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등이 제정되었다.

<표-46> 중소기업청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6. 3.3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4. 10.22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03.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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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중소기업청 특별조치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7. 4.10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7. 8.28

19) 문화재청의 경우 총 6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1건만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만 2004년 1건이 제정되었다.

<표-48> 문화재청 특별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4. 3.5

20) 금융위원회의 경우 총 41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2건만 제정
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은 2000년 1건, 2011년 1건이 제정되었다.

<표-49> 금융위원회 특별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00. 12.20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11. 3.29

21)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총 16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법 1건만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별법만 2008년 1건이 제정되었다.

<표-50> 방송통신위원회 특별법 현황
순번
1

법령명

제정일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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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29

22) 대법원의 경우 총 9개의 법률 중 특별법 형식으로 특례법 2건만 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특례법만 1994년 1건, 1995년 1건이 제정되었다.

<표-51> 대법원 특례법 현황
순번

법령명

제정일자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4. 7.27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1995. 12.6

이상과 같이 부처별로 행정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처별 행정특별법
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행정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부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반법이나 개별
법의 형식으로도 입법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꼭 특별법 형식으로 입
법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중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가 가장 많은 행정특별법이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침으로 입법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
을 포함하는 급속한 사회변화는 우리의 법률생활 속에서 입법의 중요성을 증대시키
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5. 전수조사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입법의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정리해보기로 하겠
다. 아래의 표와 같이 연도별로 행정특별법은 2000년 이후에 대다수가 입법되었다.
이는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입법의 변화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입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법자의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의원입법의 중
요성에 대한 의원 인식이 변화했다.
둘째,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으로 의원입법 발의 건수를 중요
하게 다룬다는 점도 의원입법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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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안발의 정족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법안발의
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52> 2000년 이전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연도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특별법 형식을 갖는 입법

1961
1962
1963
1964

0
0
0
0

2
1
2
0

0
1
1
0

0
0
0
0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3
0
0
0
0
0
0
1
0
1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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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82
1983
1984

0
0
0

0
0
0

0
1
0

0
0
0

1985

0

0

0

0

1986
1987
1988

0
0
0

0
0
0

0
0
0

0
0
0

1989

0

0

0

0

1990
1991
1992
1993

0
1
0
2

0
1
0
0

1
0
0
1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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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

2

0

0

1995
1996

5
0

4
1

0
2

1
0

1997
1998

2
0

0
1

3
0

0
0

1999
합계

2
15

1
22

0
14

1
2

<표-53> 2000년 이후 행정특별법 유형 분석
연도

특별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특별법 형식을 갖는 입법

2000
2001

3
0

0
0

1
2

0
0

2002
2003
2004

1
3
20

0
0
1

0
0
0

3
0
0

2005
2006
2007
2008

10
7
6
14

1
0
1
2

0
0
0
0

1
0
1
0

2009
2010
2011
2012
합계

1
8
6
3
82

1
2
1
1
10

3
0
0
0
6

0
2
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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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특별법 정비원칙과 기준

1. 서론

행정특별법은 행정목적의 특수한 수요에 응하고자 해당 행정영역에 상응하는 일
반법 또는 개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다시금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행정특별법의 제정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법률
에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적 수요가 급증하는 현대국가의 경우
입법자는 각각의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자의 태도는 과잉법률로 인한 법체계의 혼
란, 수범자의 규범 학습과 복종에 따른 피로감, 각각의 행정특별법 집행을 위한 다
양한 비용(물적, 인적 비용 등)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될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전히 상황이나 사안 대응적인 특별법
이 행정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다 앞서서 행정
국가의 길로 들어섰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특별법 형식에 의한
행정목적 달성의 방법보다는 일반법과 개별법에 의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입법자가 선호하고 있는 특별법제정, 특히 행정분야의 특별법 제정과 급증의 경향
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 행정수요와 행정목적의 특수성, 입법법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상황
등에 기존의 일반법 또는 개별법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에 비상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불가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말 그대로 비상적이고 보충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각의 행정수요, 행
정청의 판단 등이 모두 행정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다. 일반
법과 개별법에 의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수요의 충족이 우선되어야 하며, 새로
운 상황, 새로운 사안 등도 일반법과 개별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의 방식이 적절하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나라의 행정특별법 현실로 돌아서 적용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특별법이 지나치게 많으며, 이러한 행정특별법은 법률 집행자
인 행정청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
행정특별법의 정비를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특별
법도 법률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행정특별법 정비에 있어서도 법률제정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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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들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더불어서 행정특별법이 가지는
특성에 상응하는 정비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다.

2. 행정특별법 정비원칙

1) 수범자 친화성

수범자 친화성 확보는 입법 전반에 걸친 입법의 최상위범주에 속하는 원칙이다.
수범자 친화적 입법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수범자인 국민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
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하여 생활에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률이 설정하는 각종 권리의 보호, 보장 및 관철 의무
의 내용과 부과, 금지의 설정,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헌법 등을 비롯한 다른
법률들과의 체계정당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35)
단순한 행정 편의적이고 일시적인 행정목적의 달성, 특정 수범자 집단만을 예정
하고 일반 수범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행정특별법의 제정 등은 보다 높은 정도의
입법정당성이 필요하다. 수범자 집단은 이러한 행정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법체계
전반은 물론 해당 행정법 규율영역에서도 본래 요구되는 정도의 예측가능성보다 높
은 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재고가 필요하
게 된다. 수범자에게 보다 높은 입법적 긴장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법은
이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범자 친화성 정도를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수범자
친화성이라는 입법의 원칙은 행정특별법 정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원
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례의 원칙

행정특별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
는 행정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사후에, 부가적으로 해당 행정법의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하는 법률
을 의미한다. 행정특별법은 일반 행정법과 개별행정법과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되어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률에서 요구되어지던 예측가능성의 폭과 깊
이를 새로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적 긴장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35)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2011, 18면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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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별법은 수범자들이 희생하여야 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비용과
해당 특별법의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수범자 측면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높
은 편익이 있는 경우에만 입법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특별
법의 제정은 해당 특별법에 의해서 권리가 우선 보호되거나, 의무이행의 순서 또는
정도가 강화 또는 감면되는 수범자와 일반 행정법 또는 개별행정법과에 의해서 보호
되는 수범자의 권리의무 사이에 차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행정특별법의 상당부분이 일시적인 행정수요, 여론의 추이에 따라 급하게 제정되
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서 일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비상적이고 일시적
인, 때로는 외부의 영향에 따라 졸속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 나타난다. 또
한 여론, 국민적 감정, 정치권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행정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국민의 부담 등이 지나치게 중하거나 반대로 수범자를 특정하면서 해당
수범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그러하지 아니한 수범자 집단과 차별을 하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그밖에도 주무 부처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관할의 충돌,
집행의 중복 등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
로 제정함을 통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일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목표, 입법자의 특수한 입법이익, 주관 행정기관
의 행정집행의 편의를 위함을 목적으로 행정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정특별법은 수범자집단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제정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이 우
선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특별법 제정 및 유지를 정당화하는 이익형량의 원칙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의 이익형량은 해당 특별법에 의해서
수익을 얻는 수범자 집단,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 집단 간의 이익형량이다. 양자
간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 후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과
대비하여 충분하고도 합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첫 번째 단계에서의 비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의 이익형량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
정특별법의 제정과 유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범자 집단의 이익과 해당 수범자 집
단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희생되는 공익 간의 관계에서도 공익을 희생하고도 해당
수범자 집단에게 그러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충분한 합리성을 갖는 것이 입증되
어야 할 것이다. 행정특별법의 제정과 유지는 결국 수범자에게 그 입법정당성을 충
분히 제공하여 수범자가 이를 수용하고 자신의 법적 생활의 유지와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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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정당성

(1) 체계정당성의 의의

체계정당성이란 어떠한 법령이 전체 법질서나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
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36) 이는 모든 법령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됨이 없이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질서를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
다. 법령 간에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국가의 방대하고
복잡한 법령체계이다. 특히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의 이름으로 법의 체계가 복
잡해졌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의 체계정당성의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체계정당성
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며, 법령의 수직적 및 수
평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법규범의 구조와 내용이 모순ㆍ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입법자가 입법의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① 특정의
문제를 새로이 규율하는 법률은 적어도 가능한 한 현존하는 법질서의 기초를 유지
하면서 체계성 있게 제정할 것, ②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
존 법질서의 체계 속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하는 경우에
도 현존하는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③ 법률 전체와 상호 조화를 도
모한다는 취지에서 주기적으로 법전 전체를 정비하여 실효성 없는 법률을 개폐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수직적 체계정당성

가. 의의

수직적 체계정당성은 상⋅하위 간의 규범 단계별 체계정당성이라고 말할 수 있
다. 한 국가의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등, 기타 하위법령이 각각 헌법 등 상
위법에 수권을 두고 제정된다. 헌법은 모든 국가의 법령 체계에서 최고, 최종적 수
권 및 해석 규범이다. 헌법에 수권을 두지 않거나,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모두 위헌
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된다. 이와 같이 헌법에 의해서 수권을 받은 입법권은 당연
히 헌법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36) 법제처, 앞의 보고서, 1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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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와 한계는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모든 법률이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헌법에
적합한 입법의 의무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서 시행 법률이 제정
의 시점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헌법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개선할 것까지 포함한다.

나. 행정특별법과 수직적 체계정당성

행정특별법은 규범체계상 일면으로는 헌법적 적합성요구에 따른 수직적 체계정당
성과 일반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수평적 체계정당성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특정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제정되는 행정특별법의 경우에서는
수직적 체계정당성 확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특별법은 규율대상, 범위 및 규율밀도를 일반법이나 개별법보다 좁고, 깊게
정하여 양적, 시간적 효율성의 강화를 통해 특정 행정목적의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행정특별법은 처음부터 대상, 범위 등에서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규율대상에게도 보다 내밀한 강도의 수범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행
정특별법은 평등원칙, 특히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원칙과 대립되는 경우가 생겨
날 가능성이 일반법에 의한 경우보다 매우 높다. 현대 입법에서 비록 법률의 ‘일반
성’과 ‘추상성’의 원칙이 다소 약화되어 상당한 정도의 개별법과 구체화법이 만들어
지고 있으나 특별법이라는 법형식이 법적용의 평등 원칙을 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행정의 구조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가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간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해당 입법이 특별
화하면 할수록 그 규율 방법, 대상, 범위, 정도 등에서 ‘법 앞의 평등’, ‘법적용의 평
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칙, 즉 수직적 체계정당성의 확보를 가장 우선하여야 한
다. 따라서 행정특별법 제정의 목적, 이유 등이 주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특별법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수평적 체계정당성

가. 의의

수평적 체계정당성은 동일 단계의 규범 간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법
률은 구체적 사안별로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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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법률을 정하여서 해당 사안을 해결한다. 그러
나 법률의 해석 방법에 따라 우선 적용이 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
상호간에는 수권 법률과 위임 법률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는 규범수준에 따른 상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상호간에는 대개 동일한 규범단
계에서 상호 모순이나, 중복 등이 없도록 법률 전체의 체계상 통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사이의 수평적 체계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입
법목적, 수범자 집단, 적용대상, 적용수단과 적용수준, 규제의 방법과 규제의 정도,
규범적용의 결과 및 효과 간의 균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특별법 정비에서도
이러한 내용 등이 기준이 되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법률 사이에서 수평적 체계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행정특별법과 수평적 체계정당성

행정특별법은 해당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일반법 또는 개별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입법목적, 대상, 범위, 규율밀도를 좁혀서 입법자가 특별히 의도하고 있
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특별법은 본질적으로 일반법과 같은 규범단계에
있지만, 일반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의 내용을 보다 ‘특별’한 수준에서 입법을 한
경우에 속하므로 내용상의 중복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법률 상호간 모순,
중복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내용상의 중복 등 수평적 체계정당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되지 아
니하는 이유는 특별법의 규율밀도에서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규율밀도에서 일반법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행정특별법은 일반법의 중복에 불
과한 것으로서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입법이 된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규율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규율대상, 범위, 규율의 정도에 대한 (일
반법의 그것) 보다 엄밀한 입법적 검토가 입법기술적인 면은 물론 체계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지술적인 측면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이해의 가능성의 정도
등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행정특별법이 규율하고 하는 인적
⋅물적 대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법보다 구체적이어서 처음부터 평등의 원
칙과의 관계 속에 놓여진다. 실제에서도 수범자의 범위의 협소(때로는 일시적 확
대), 규율 사안이나 물적 적용 대상이 구체화되게 되므로 해당 입법에 의해서 특별
히 적용대상이 되거나 면제가 되는 수범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수범자, 또는 규율
사안이나 대상별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해당 행정특별법의 제
정과 적용을 통하여 수범자 그룹, 규율사안, 대상 사이에 법적 관계가 일반법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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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다는 엄밀해지고, 좁아짐을 의미하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경우에 보다 엄밀한
명확성의 정도와 이해가능성의 정도를 입법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재
판소가 수익적 법률인가 또는 침해적 법률인가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하여
규율하여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동시에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
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37)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행정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서도 행정특별법의 입법이유와 유지를 위한 논
거로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행
정특별법은 정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실질적 체계정당성

가. 의의

실질적 체계정당성 원칙은 동일한 규범단계의 법률 사이에서 법률의 체계구성 및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체계정당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은 입법목적과 해당 법률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 수범자의 권리에 대
한 구체화 및 의무부담의 방법, 집행기관의 구성과 권한, 규제 등의 구조를 가진다.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은 이러한 각 구조들 간에 상호간 체계와 내용적 모순,
중복, 충돌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 법률 간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은 동일한 규
범단계의 법률 사이에서도 각 조문 사이에 중복 또는 충돌 등이 없는지는 살피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입법목적, 법률의 구체적 내용, 관할, 집행기구
등을 그 대상으로 내적 체계모순 등의 여부를 살피게 된다.

나. 행정특별법과 실질적 체계정당성

특별법을 많이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법령 간에 모순ㆍ저촉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법령 간의 모순ㆍ저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법체계와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기존 법질서의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법률 전체와 상호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주기적으
37) 헌재 2002.7.18. 2000헌바57 ; 헌재 2001.6.28. 99헌바3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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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전 전체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법체계의 각 영역에 있어서의 정
비사업이나 법전화(Kodifikation) 작업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입법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개별법들로 산재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행정법, 환경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법령을 입법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방대하고 복잡한 법령을
체계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법령을 체계화한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필요와 이유가 없는 한 많은 수의 특례법과 특별법을 줄여서 일반법으로 편
제하는 작업이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령정비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
인 법령정비에서도 체계정당성의 원칙의 세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수평적 체계정
당성과 그 내적 체계정당성 및 외적 체계정당성을 결합하여 파악하는 법률의 실질
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매우 유용한 입법의 원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38)
행정특별법이 실질적 체계정당성에 부합하지 못하여 입법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기술적 모순으로서 통일적이지 못한 언어가 사용되거나, 조화될 수 없는
개념들이 사용되는 경우들 들 수 있다.
둘째, 규범의 모순으로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두 개의 규범이 상이한 법
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세히 설명하면 일반법에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과
그 결과를 보다 세분화하고 특정화 하거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대상, 범위, 시
간의 단축 등을 목표로 하여 제정되는 행정특별법이 일반법이 예정하고 있는 구성
38)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국회사무처 법제편람도 같은 이해의 기초에 서 있다. 국회사무처
의 법제편람은 ‘법률안의 일반적 입안ㆍ심사기준’의 하나로서 ‘통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자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많은 법
규가 전체로서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를 만들거나 기존의 법규를 개폐한다
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법체계,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
향이 현행 법체계에 흡수되도록 법규의 입안에 있어서는 기존의 타 법규와의 조정ㆍ조화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법체계의 통일성이란 “법규 상호간의 형식적
인 모순ㆍ저촉의 배제ㆍ조정이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개의 법규들이 분야별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도 관계법규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시의 유의사항에서도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법령 입안시의 유의사항으로서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안 시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고 하여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으로
서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으로서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고 법령상호 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과 “입법내용이 당해법령의 소관사항
에 적합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위반 또는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
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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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적 결과와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평가의 모순으로서 새로운 규범이 현행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평가를 무
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행정특별법이 일반법 또는 개별법의 집행현황과 효과
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한 뒤에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만을 위해서
행정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행정특별법은 대체적으로 입법자의 독
자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사회적인 압력, 예상치 못한 사회적 충격을 주는 사건의
발생,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에서 입법자가
일반법 또는 개별법의 적용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증적 요법(정치적인 동기
등)으로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수단을 택할 때 나타난다. 졸속입법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목적론적 모순으로서 어떤 규범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목적의 달성이 다른
규정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이다. 일반법과 개별법이 설정한 입법목표가 사후에
제정된 해당 영역의 행정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상 상실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일반법에 대응하는 다수의 행정특별법이 제정되고 각 특별법
은 자체의 입법목적의 구체적 실현에만 기여하면서 결국은 해당 일반법의 입법목적
이 형해화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법률의 사문화를 가져오며, 법령체계의 복잡성
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의 예로서는 입법자가 행정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해당 특별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례라는 입법취
지와 목적이 우선 법제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39) 아울러 해당
행정특별법이 일반법의 어떤 내용의 특례인지 해당 특별법의 목적규정에서 명확히
들어나게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40)
다섯째, 원칙의 모순으로서 일정한 규율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본원칙들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41)

(5)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현행 심사기준 –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관점

법제처나 국회도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법제정과 집행 현황에 대한 문제를 잘 인
식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행정분야의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나고 있다. 양

39) 예를 들면 법제명에서 ‘... 에 관한 ...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별법’ 과 같이 할 수
있다.
40) 예를 들면 목적조항(대개 해당 법률의 제1조)에 ‘.... 법에서 규정한 ...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41) Peter Noll, Gesetzgebungslehre, 1973,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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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행정특별법의 증가는 법체계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
로 지적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법체계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자
는 해당 영역에서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여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입법자가 특별법을 많이 제정하면 전체
의 법체계가 복잡해져서 수범자는 물론 집행자도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구에
따른 법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펴낸 ‘법제이론과 실무’에서도 입법자에게 가능한
한 특별법 제정을 자제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관련 개별 법률의 개정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이 충분하거나 기본 제도의 수정을 요하여 개별 법률의 조정이 필
요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특례법 형식의 입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넓은 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특례법은 관련 개별 분야의 기본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여 주
며, 법률 집행자에게도 입법자의 입법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자신의 법률 집
행행위에 대한 정당화 기능을 가져다준다. 법률이 체계에 정합적이지 않거나 명확
하지 않아 입법자의 입법목적 또는 규범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게 되면 수범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집행자는 법집행의 확신
을 충분히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을 통한 수범자의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률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입법동기와 입법목표가 구체적이고 명
확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률의 제정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42)

42) 법제처, 앞의 보고서(2011), 1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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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특별법과 신뢰보호원칙

근대 입헌국가 및 현대 법치국가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다. 법치행정의 원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
청의 행위가 국민과 행정청 모두에게 공동의 준칙으로 되어 있는 성문법에 의거해
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고, 이러한 신뢰를 통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다. 따라서 입법자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형식을 가진 성문의 법률을
통하여 수범자의 국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그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의 도출 근거이며, 그에
따른다면 입법자는 가능한 한 일반법과 개별법에 의한 법적 규율의 방식을 우선하
여야 한다.
행정특별법은 기존의 일반법 또는 개별법을 법적 생활의 준거로 생활하여 오던
수범자, 집행을 하여오던 행정청은 물론 법원에게까지 기존의 법적 태도에 대한 변
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행정특별법의 제정은 기존의 일반법에 의해
서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 모두에게 기존의 신뢰에서 벗어나거나 새로
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명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치행정의 가장 핵심적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행정특별법의 제정
이다. 행정특별법의 제정은 현대 국가의 핵심적 가치 가운데 하나인 법치국가원리
의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기존
의 일반법 또는 개별법에 따른 행정목적 및 행정수요의 충족 이외의 비상한 방법의
하나로서 동일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한 특별 행정수요에 응하는 수단으로 독립되고
개별적인 법률인 행정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치국가적 원리
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5) 보충성의 원칙

(1) 일반법ㆍ개별법 제정 우선의 원칙

입법에서의 보충성 원칙이란 어떠한 현상 및 현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
중 입법적 대안은 최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은 그 본질인
규범력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고 입법
목적에 복종하도록 하는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일단 법률에 제정되면 해당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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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해결을 위한 최적 대안으로 추정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서 사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입법적 대안이 최적인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제기되며 그
에 대한 의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대안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한
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 그 자체 속에 담겨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사안 해결의 수단으로 입법적 대안을 선택하
여야 하는 경우는 사안 내재적 해결방안이 정의에 반하거나 시의적절하지 않는 등
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입법적 해결방안과 사안 내재적
해결방안 사이에서 입법적 해결방안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정도가 사안 내재적 해
결방안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될 때 입법적 대안 선택의 불가피성(보충성)이 입증된
다.
행정특별법의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된다. 행정특별법의 제
정은 이미 사안해결방안으로 일반법 또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가운데 다시금
이와 관련하여 행정특별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특별히’ 사안을 해결하거나 적용하고
자 하는 것이다. 행정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해당 영역에서는 일반법이나 개별법 적
용이 배제되고 행정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결국
일반법과 개별법은 해당 영역에서 법률로서는 사실상 그 기능을 대부분 유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수범자의 경우에도 해당 영역에서는 기존의 일반법 또는 개별법에
서 가지고 있던 해당 입법수준에 상응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포기하고 행
정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좁고, 깊은’ 수준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근거한 법
률준수 행동을 하여야 한다. 수범자는 보다 고도의 입법준수의 정도를 갖추기 위한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행정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두 단계에 걸친 고려를 하여야 한
다. 첫 번째 단계는 입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영역에서 사안 내재적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살피고 사안 내재적 해결방안이 없거나, 있더라고 그 해결방안이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에만 입법적 대응을 결정한다. 이 때 결정대안의 형식은 우
선은 일반법 또는 개별법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해당 영역에 대한
입법적 대안 형식을 행정특별법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특별법은 이미 그
내용에서 해당 영역이 일반법 또는 개별법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행정특별법을 고려하게 되는 입법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일반법 또는 개별법이 적용가능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
에서도 특별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행정특별법의
제정을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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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 입증 책임 부담제도 – 보충성 원칙 충족 부담의무

입법실무에서는 법률의 기본적인 외곽사항만을 정하는 기본법이나 보통의 법률에
해당하는 일반법만으로는 입법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시적으
로 발생한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입법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법 규정
또는 일반법 규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시간적,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특별법
은 그 적용의 범위, 적용의 효과(결과), 필요하다면 적용 기간 까지도 법률에 규정
함으로서 해당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행정특별법은 대부분 부정기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목표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에 따라 정부 내
개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소관사항, 집행 및 책임의 소재기 중복되거나 불분명해지
는 경우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던 입법수요가 다른
요인으로 약해지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후속 법률 또는
일반법의 적용 등 입법실제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
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스스로 해당 입
법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관 행정기관은 스스로 행정특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고 입법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일
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행정기관의 입법계획과 집행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그 결
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행정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집행 실적에 대한 정기적 평가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행정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게 되면 행정특별법의 양적 완화 및 질적 수준의 향상(체계정합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비교법적 사례로서 독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독일의 연방정부간 공
동업무규칙(GGO)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는 제정의 불가피성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행정규칙의
경우도 동시에 축소 및 간소화하여야만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규칙의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
특별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한다면 행정
특별법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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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율성

(1) 행정특별법과 효율성

행정특별법이 선호되고 제정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는 일반법과 개별법으로는
특정 행정목적이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행정적 효율성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특별법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가 주요한 이유이다. 그
러나 단일 행정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개별 행정목적의 효율성과 법체계간의 복잡함
과 중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체계 전반의 차원에서 지불하여야 할 비용간의
관계를 살핀다면, 행정특별법의 제정 방식은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
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집행의 실제 비용, 수범자 집단이 부담하는 비용 등이 각
특별법마다 새로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반
법과 개별법의 집행과 관련한 비용 등과 중복이 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감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해결은 일시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입법적 대응을 하여 외견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그렇지 않을 경
우보다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특정 행정목적이나 해당 특별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법의 집행과정에서 생겨난 부수비용, 부대 효과와 부담 등이 그대로 남게
되고 입법자는 다시 이를 정리하기 위한 비용을 사후에 지불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에 있는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사항들에 오
히려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법률 준수의 효율성

수범자가 해당 법률의 준수를 통하여 권리의 확보, 보호 및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최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수범자의 규범 이행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 법률효과 및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과 절차로서 신청 및 신고 비용의 중복, 과잉, 인ㆍ허가 과정의 비효율성, 의무
이행 비용의 과중, 비례의 원칙 등이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집행
자 측면에서도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을 살필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입법목
적의 달성을 위한 법률의 집행이 수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내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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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해당 법률의 집행을 통한 입법목적의 완성을 위한 최적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
는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특별법이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행정수요, 외부의 입법수요 등에 의해서 제정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법목적도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행정특별법의 집행도 해당 입법목적의 집중적 달성을
위해 단기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43) 성질상 행정특별법은 한시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특별법을 제정하
는 경우에 입법형식을 한시법으로 하여 일정 기간 후에는 별도의 폐지절차 없이 효
력이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률 조문 속에 법률이 시행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당 행정특별법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지우는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입법자는
정기적인 입법평가 후 해당 행정특별법의 폐지⋅존속⋅개정 또는 일반법으로의 통
합 등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44)

(3) 법률 집행의 효율성

가. 기관 및 관할 효율성

소관사항의 원리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준
수하여 법체계상의 법률의 위계질서에 부합하는 법의 내용을 갖추도록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각 자기 법률의 소관사항을 준수하여 다른 법률의 소
관사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관사
항의 원리는 법규범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특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체
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의 소관사항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하여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법 또는 기본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분야와 유사분야의 공통점
등을 일반화하여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유
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하여 집행기관 및 관할이 비효율적으
로 분배되어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행정특별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비판
43) 상당수의 행정특별법은 그 명칭에서도 ‘... 임시 특례법’, ‘... 임시조치법’ 등을 통하여 적용의 임
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44) 입법평가에 관한 내용은 이미 많은 문헌들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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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복적인 내용을 지역별ㆍ분야별로 나누어서 각각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45) 이러한 범주에는 기관 설치
시 마다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관 및 관할 효율성을 가
장 해치는 경우는 각 특별법들이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ㆍ부서 소관인데
이를 통합하는 일반법 또는 개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각 하나 이상의 법률로 하
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이다. 집행기관의 통합과 일원화에 의한 집행비용의 절감 및
수범자의 집행의 용이성을 무시한 것이다. 같은 분야인데 세부 내용을 별도 특별법
으로 정함으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하
고, 수범자에게도 동일한 법적 목표의 추구와 달성을 위하여 사실상 동일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자의
측면도 동일한 논지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특별법의 제정을 결정하게 되면 입법과정에서 해당 특별법의 소
관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를 가지는 일반
법 또는 개별법에서의 소관사항과 특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한
소관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만 한다. 수범자의 법률집행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집행기관 간에도 소관사항의 모호함 또
는 중복으로 인한 집행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나. 집행비용의 효율성

법률은 화폐 등 물적 가치로 계량화를 하기 매우 어려운 공공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집행비용은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의 단순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산출되어지지 않을뿐더러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므로 경제학⋅행정학적 측면에서
계산되는 효율성 정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 특히 많은 법률들은 입법목적, 규율
대상, 내용 등이 단순한 경제성 척도로만 본다면 화폐적⋅계량적 효율성이 없는(산
출물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공익의 달성이라는 목
적이 최전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화폐적 효율성, 생산성은 2차적
고려대상이 될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률이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도 공공재의 하나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목적과 수단관계
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법률의 집행은 공익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재정적 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법률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과 국민들의 공공적 지출(공적 관계)을 통하여 공공의 영역에
45) 제V장에서 제시한 각종 과학기술원 설치 근거 법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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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우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 간의 균형이 합리적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입
법에 있어서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의 공적부담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지불
되는 비용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기초한 효율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후술하는 표준비용모델도 법률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며, 최근 우리나
라에서 매우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평가의 경우도 효율성 평가
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도 정부입
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운데 비용-편익-분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며, 국회의 경우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원입법은 물론 주요 법률안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특별법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법과 달리 보다 직접적이고 심도가 깊은 관
계로 집행비용도 집약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행정특별법의 집행비용의 효율
성의 정도는 일반법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행정특별법 집행의 범위, 대상 등의 특별성으로 인
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은 특별의 정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해당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거나 정비
의 대상이 될 것이다.46) 행정특별법상의 벌칙규정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행정특별
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일반 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특별법의 목적실
현을 위해 특별히 규정되는 것으로 벌칙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일반 형법과 비교하여 가혹하거나 가중된 행정형벌 또는 각종 부담은 수범자에게
자발적 법 복종을 회피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청도 과도한 집행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행정특별법의 각종 행정형벌과 일반 형법의 형벌 사이에 균형과 비례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특별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3. 행정특별법 정비 도구로서 표준비용모델 - 예시

1)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은 수범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각종
간접규제수단(신고, 보고, 자료제출 등)의 이행을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과 이
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집행기관(행정부문)의 비용을 모두 산출하는 비용 산출 기법
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준비용모델은 기업들이 각종 ‘정보의 제공 및 보고의

46) 제V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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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Informationspflicht)47)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불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용

(Administrative Kosten) 또는 관료비용(Bürokratiekosten)을 산출하는 기법이다.
기업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로서
행정기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표준비용모
델이 고안된 것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사실자료를 파악
하기 위해서이다. 표준비용모델의 비용산출 방법을 통하여 기업들을 수범자로 하는
각종 법령들이 기업들에게 설정해 놓은 각종 규제(정보, 자료, 현황 등의 정보의 제
공 또는 보고 강제)의 총량과 비용을 화폐적으로 산정하여 해당 비용의 정도가 어
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여기서 파악된 각종의 행정비용
(수범자 측, 집행자 측 모두 포함)을 근거로 하여 입법자 및 정책결정자가 해당 법
규의 입법목적과 각종 정보보고의무(규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규제의 필
요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이후 입법 및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표준비용모델은 당초 경제, 기업부문에만 적용하여 비용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통
한 규제의 실질적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를 일반 행정분야에 확대 적용
한다면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법적 생활의 효율성과 법규의 간소
화 및 효율화에 따른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비용모델은 수
범자(시민, 기업)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부담 및 이러한 행정적 부담과 결부되어 있
는 법령의 총량과 관련을 가진다. 표준비용모델의 유용성은 시민이나 기업이 정부
가 법령에 설정한 ‘규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적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서 지불하는 행정비용은 물론 이러한 업무를 다시 접수, 분석, 정리, 보관하
기 위해 지불하는 행정비용까지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비용산출 도구들
은 비용산출을 위한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독립변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수범
자는 물론 입법을 준비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의회입법자들로부터 비용분석 결과
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해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분만 아
니라 유럽의 경우도 유사하여 보다 단순하고 간략한 비용산출 모델을 고안하기 시
작하여 개발된 것이 표준비용모델이다.

47) 독일 국가 규범통제원 법 제2조 제1항은 정보 보고의무(Informationspflicht)에 대해서 법률, 명
령이나 각종 행정규칙을 근거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의무로서 행정청이나 제3자를 위해 각종 자료
나 기타 정보들을 생성하고 제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로 정의하고 있
다. 국가 규범통제원이 들고 있는 정보 보고의무의 예를 살펴보면, 세무관청에 대한 소득세 신고
또는 거래세 사전신고와 같은 해명과 신고, 기업의 결산의무, 생활용품의 에너지 효율표시, 소비자
보호, 자연보호 또는 환경보호의 영역에서의 표시의무, 건축허가 또는 직업의 인정과 같은 모든 종
류의 인ㆍ허가 신청, 사업자 등록 또는 부동산 등기, 약품의 인가절차, 관리ㆍ감독 시 이미 제출되
어 있는 자료 및 정보들, 사회적 급부 또는 보조의 유지를 위한 신청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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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다른 비용 산출모델에 비하여 그 적용과 그에 다른 산출
결과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에서 추진되
고 있는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평가의 광범위함, 추상성, 포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표준비용모델은 사회
적 비용, 장기추세 분석 등과 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문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현재 수범자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한 특정 정보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지불하고 있거나 지불하여야만 하는 비용을 화폐적으로 산출하여 제시만 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그 산출과정 및 결과도 매우 단순하고 명확해서 EU 역내의
국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비용 산출 기법이다. 표준비용모델에서 산출하여 고려하는
비용은 수범자가 부담하는 정보보고의무 이행 비용(Das Kost der Informationspflicht)
과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관료비용(Bürokratiekosten)이다.
관료비용은 시민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 보고의무를 충족을 하는 과정에
서 행정 및 경제에서 생겨나는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범자, 특히 경제부문
의 수범자 들에게 법규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각종 보고, 통계, 조사 및 검증, 반출
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48) 하지만 승용차 내에서 또는 특정
한 노동보호관련(보호 의류의 착용, 휴식시간, 모니터사용 작업장에서의 노동조건)
법규의 준수를 위해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의무의 이행이 가끔은 특별히 부담이 되
거나 집중적인 비용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처럼 내용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서 생겨난 비용은 관료비용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49) 즉, 법규의 형식
적인 부분만의 충족을 위해서(행정목적) 법규와 법 집행자가 수범자들에게 요구하
고, 그에 따라 수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비용의 계산

표준모델비용은 우선 한 사례로서

보통의 기업 등이 정보 보고의무의 이행을 위

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확정한다. 이어서 이러한 기업이 매년 얼마나 많은
의무이행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정하고 이어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
업 전체의 경우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측을 한다. 이러한 계측은 우선 법률에 기
48) § 2. Abs. 1. NKR-Gesetz; Vgl. C. Böhret, Handbuch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Baden-Baden
2001, S. 343, Glossar.
49)http://www.normenkontrollrat.bund.de/nn_255418/Webs/NKR/DE/Buerokratiekosten/Wassind
Buerokratiekosten/was-sind-buerokratiekos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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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정보 보고의무에 대한 화폐적 평가를 통해서 양적인 면에서 절감하여야 할 목
표를 정하고 있어서 관료비용의 발생을 경제부문을 위해 사안적합성에 기초하여 평
가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중에서 특히 독일의 국가 규범통제원이 강조하고 있
는 사전 평가(ex-ante Abschätzung)에서의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6개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 보고의무의 파악에서 시작하여 대안
에 대한 평가와 간소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이어서 수행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는 가격요소들에 대한 계측을 수행하는데 이 때 고려되는 가격요소들은 자료요구
충족을 위한 비용, 이를 위해서 수행되는 표준적 활동, 시간 비용, 임금 그리고 기
타의 비용들이다.50) 이러한 것이 파악되면 다음단계로 양적인 요소의 계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간과 그러한 사례 및 수범자들의 수를 파악하게 된다.51) 5번째
단계에서는 전체결과를 놓고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기초로 보고서 초안에
관료비용을 서술하게 된다.52)
실제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를 보면 “중소기업
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
하여 필요하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
라 보통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된 상인조직(상인회, 상인연합회, 상점가 진흥조합,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근거하여 상
인이 설립한 법인)들은(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청장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요청에(동법 시행령 제4조)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에
응하기 위한 각종의 자료(동법 제9조)를 제출하게 된다. 만약 중앙행정기관이 이러
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요구하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상인회 등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항목별 신고와 현장 확
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표준비용은 다
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53)
우선 개별 사업자(여기서는 상인회라고 가정)의 신고를 위한 각종 준비 및 보고
비용이 있다. 만약 어떤 지역의 상인회가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법 제9조

50) 가격 = 소요시간(시간) × 임금 (시간당 임금) + 기타 비용.
51) 총량 = 기간요소 (연 또는 월) × 해당 되는 경우의 총수/수범자의 총 수.
52) Leitfaden für die ex ante Abschätzung der Bürokratiekosten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SKM), Berlin 2008, S. 5 ff.
53) 여기서의 수치 및 기타 비용은 모두 가정한 것이고, 실제 계산결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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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 1인의 담당직원이 약 8시간에 걸친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그 임금은 2012
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여
보면 38,640원이 산출되어진다. 이 비용은 개별 상인회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가격(38,640원) = 소요시간(담당직원 1인 X 8시간) × 임금 (4,580, 시간당 임
금-2012년 최저임금) + 기타 비용(2,000원 - 행정사무처리 비용 등).

다음 단계는 여기서 산출된 비용의 지불을 하게 되는 기간과 이러한 보고의무를
행하여야 하는 수범자의 총수를 곱하여 전체의 비용(수범자 측면)을 산출한다. 위
의 경우는 사례가 단순하므로 개별 상인회의 부담비용에다가 그러한 상인회의 전체
수를 곱해주면 수범자 측면에서 해당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전체적 비용이 산출된
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인회(이러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의 총수가 10,000
개라고 한다면 위의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수범자 측면의 총 비용은 386,400,000
원이 된다. 만약 기간요소를 산입한다면 이러한 신고의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매년
2회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위의 액수의 두 배가 될 것이다.

총량(772,800,000) =

38,640원 × 2회(연) × 10,000 개(해당 되는 경우의 총

수/수범자의 총 수).

위의 비용에 부가하여 이제는 이렇게 접수된 신고내용을 다시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수집⋅분석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동일한 방법
으로 계산하여 수범자와 집행자 모두가 부담하는 총비용을 산출하면 위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산출한 액수가 된다.

4) 행정특별법 정비도구의 하나로서 표준비용모델 적용

행정법규는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라는 규범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의 공권력
은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일수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공권력을 통하여 국민에게
급부, 조성, 관리, 의무부과, 직접적 명령 등을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행정법규
의 이러한 구조와 내용은 이를 준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수범자의
준수비용(예, 위의 정보보고의무 이행 비용 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특별법의 비용이 산출되면 입법자는
이 비용과 의무(규제)부과와의 관계 속에서 해당 특별법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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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행위를 하게 된다. 만약 비용과 의무관계
에서 비용이 과다하다면 우선은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일반법이나 개별법 속에 해당
의무설정을 하는 가능성과 그 때의 비용 산출을 해 보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해당
특별법의 제정을 하지 않거나, 다른 대안들을 찾는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자제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시행중인 행정특별법의 경우에도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사후평가를 하여 동일한 과정을 통한 행정특별법 정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특별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집행과 준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만약, 비용의 부담이(준수비용) 과잉이
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법률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의 정비,
나아가 존속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
고자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산출한 뒤 그 결과를 일반법 적용
으로 발생하는 표준비용과 대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표준비용이 일반법의 적용
의 경우보다 현저한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법 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4. 소결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특별법은 말 그대로
사후에 등장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입법자가 기존의 일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특별한 법률이다. 따라
서 행정특별법은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영향(체계정당성)은 물론, 기존의 법률관계
(국가와 수범자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의 변화(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초래하는 것
으로서 법치국가원칙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입법자의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입법이유와 근거가 입증되고 주장될 수 있어야만 행정특별법이 주장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자는 행정특별법의 제정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치국가원리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
한 고려를 통해서 행정특별법 제정 필요가 생겨도 다시금 기존의 일반법 또는 개별
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일반법 또는 개별법의 개정의 방식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특별법의 제정은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선택
되어야 한다.
행정특별법 제정원칙은 동시에 정비의 원칙과 기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정특별법을 헌법적합성, 체계정당성, 보충성(계속 적용여부), 효율
성(표준비용모델 등의 적용을 통한 계량) 등의 기준을 통하여 평가를 한 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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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특별법을
관련 일반법 또는 개별법 속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특별법분야에 일반법 또는 개별법이 없다면 유사한 내용을 가진 행정특별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일반법 또는 개별법으로 새로이 입법하여야 한다. 더 이상의 존립이
유가 없거나 그 적용근거가 미약한 경우, 입법목적이 달성된 행정특별법은 당연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54)
행정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도 해당 행정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 행
정목적의 달성이나 행정수요의 충족에 따른 이익과 행정특별법의 우선적용에 의해서
희생되는 다른 이익사이에 비례관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야 한다. 또한 행정특별법의 집행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비용(특별비용)의 경제적 효
율성 등도 중요한 고려수단이 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행정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부합의 정도와 제정의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되도록 하여 과도한 행정특별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법체계의
혼란을 막아야만 한다. 기존의 행정특별법 정비도 위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의 적용
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다만, 행정특별법 정비의 경우는 사후 정비(ex-post)의
영역에 속하므로 기존의 성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입법과정에 대한 회귀
및 추세분석이 가능하므로 제정단계에서 행하는 예측(ex-ante)보다는 용이할 것이
다. 물론 행정특별법의 시행 중에서 형성된 관할 및 기관의 기득권, 행정특별법 적
용에 따라 법적 관계를 형성한 수범자 그룹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제정단계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4) 예를 들면 이미 정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의 ‘형법’으로 편입 도는 40년
이상이나 경과한 ‘임시조치법’으로 ‘민법⋅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에 대한 정비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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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별법의 정비 필요성과 정비대상 법률

1. 특별법 정비의 필요성

이상과 같이 행정특별법 정비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특별법을 예시적으로 선별하였다.
최근 법규범이 사회의 요구에 대한 실현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으로 기능하면서 입법의 경향과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가 지닌 복잡성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규범
그 자체를 결코 고정적인 것으로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규범을 단순한 수
단 내지 도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엇이든지 법률로 규정하려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고,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규정되는 한편 규범
성이 희박한 법률이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법률을 지나치게
도구화하면서 법률제정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법률제정 그 자체가 상징화하는데 수반하여 법률사항과 입법사실의 면밀한
검토나 기존의 규범에 대한 의문 제기나 개선 및 보완도 이루어짐이 없이 또는 대
안의 모색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그다지 의미 없는 법률이나
존재감이 없는 법률도 제정되고 있다.55) 이는 법의 본질적 의미를 소홀히 한 채 법
규범을 도구적 수단으로 특정 효과만을 지향하려는 일면적 효율성에만 집착하여 규
범을 이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별법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과 사회문제들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은 법률의 입법 수요가
많기 때문이지만, 문제는 특별법ㆍ개별법이 증가하는 현상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뿐
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입법문화와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및 비합리
적인 현행 법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우수한 성과로 인식하는 입법문
화가 존재하며, 정부 부처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예산당국과의 갈등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과
정에서 법체계상 모순이 누적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특별법과 개별법을 제정하게 되는 흐름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56) 물론 입법기술적 관점에서 특별법은 비교적 용이한 절차를 거

55) 박영도, 최근의 입법 경향과 입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동아법학 제50권, 2011, 68면.
56) 모주영, 특별법ㆍ개별법제정의 과잉, 원인과 문제점, 국회보 제544호, 2012. 3,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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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제ㆍ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체계적 정비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특별법은 한정된 대상과
내용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제ㆍ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규정수가 작아 일반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규정수가
방대하여 일반법에 편입시킬 경우 오히려 일반법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
다.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경우나, 특정
법영역에 포함시키기 적당치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효율적일 수 있
다.57) 그러나 특별법 중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는 언론보도에 착안하여 즉흥적으로
입안됨으로써 입법배경자료가 없거나 극히 부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같은 법을
빈번하게 개정하는 사례,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률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사례,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집행가능성이 문제되는 법률안, 부처협의ㆍ입법예고ㆍ규
제심사와 같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58)
이러한 특별법은 수범자인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 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법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능성이 약화되면 반대로 집행기
관의 법 적용과 사법기관의 법 해석의 자의성은 증대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예
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특별법은 오히려 국민의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의 과잉은 모든 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조화롭게 갈등 없이 그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하고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법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른 특별법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을 인식하면서 특별법 중에서 정비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예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특별법 통합의 모범사례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
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
대회 유치ㆍ개최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 대회별로 근거법률을 제정함에 따른 행정

57) 박영도 외,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2, 16면.
58) 이현출, 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한국정당학회, 2009,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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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낭비,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대회 유치ㆍ개최로 인한 재정낭비 우려, 여러 대회
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었다. 즉 체육시설 및 설비투자 확대에 따
른 재원 마련은 국고 보조금 및 옥외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으나, 대회별 특별법
시한 종료로 인해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어려우며, 인기 ․ 비인기 종목간의 균형 발
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1988 서울올림픽, 19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2 월드컵축구대회, 2003 대
구하계U대회 등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별도의 지원법 제정을 통해 재원확
보를 위한 옥외광고 사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옥외광고탑
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을 두고 부처간 다툼이 있어 비인기 체육 종목 등에 대한 지
원은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회조직위원회 등 임시적조직
에 의해 추진된 옥외광고사업은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으로 광고수익금의 대부분이
기금조성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대행사의 몫으로 가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비인기 종목 육성 등 중장기육성계획 마련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자선정
등에 따른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5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리한 국제
경기대회 개최로 인한 재원 낭비를 막고 대회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객
관적인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 제
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2011년「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
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기 위
하여 동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일반법으로서, 지원대상이 되는 대회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이며 특별법정비의 좋은 예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및 예산집행실태 감
사결과보고서(2011. 7)」에 따르면, 연도별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추이는 지방비가
2006년 396억원에서 2010년 3,307억원(8.3배)으로, 국비는 100억원에서 1,122억
원(11.22배)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개최 및 유
치 승인을 받고 2011년 이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는 25개로, 총사업비 예정액은
7조 440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이후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동법은 이러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자 지원범위를 대회지원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ㆍ운영, 대회관련시설 지원으로 한정하고, 대회관련시설의 경우 국
59) 전병헌, 국제경기대회 지원 입법화해야, 국회보 통권487호, 국회사무처, 2007. 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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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원비율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표-5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입법례60)
법률명

지원 대회

유치 연도

비고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8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1981

‘88 서울올림픽대회

1981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
회 및 제4회동계아시아경기
대회 지원법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1993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

199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
법

‘97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1994

‘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1995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
법

‘02 월드컵축구대회

1996

별도입법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
회 지원법

‘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0

별도입법

‘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7

‘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07

‘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
회

2007

‘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
회

2008

2013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
픽 세계대회지원법

‘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2010

별도입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

‘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
인동계올림픽대회

2012

별도입법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
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
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통합법

통합법

통합법

통합법

2)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
60)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심사보고서, 2012. 5, 4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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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
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저작권법」과「컴퓨
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61)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1986
년에 제정된 이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증진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모법인 저작권법과 별도의 특별법의 형태로 존재하
면서 저작권법과의 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독자적인 개정 과정을 거쳤고, 프로그램보
호법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항도 다시 독자적으로 자세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일부 해석상,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었다. 법률 체계의 문제점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 등의 지분적인 권리
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
는 프로그램저작인격권으로 대별하지 않은 결과,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저작인격
권까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
참조), 제29조 제1항에서는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프로그램저작재산
권)의 침해 행위만을 금지하고 제29조 제2항에서는 성명표시의 변경 및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의 변경을 금지하여, 제29조제2항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나머지 공표
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상 제29조 제1항도,
제29조 제2항도 적용할 수 없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저작인격권의 침해와 관련하여서
는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소지가 많은 점(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6조 제1항, 제3항 등 참조) 등 여러 해석상의 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62)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였다. 통합된「저작권법」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난삽한 체계 대신, 저작권법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거
에 해소하게 되었다.63) 저작권법 제2조 제34호 및 제101조의2 내지 제101조의7을 신
설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 제112조 및 제112조
의2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61)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2008. 11. 27, 2면.
6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정부조직법」개
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작권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63) (사)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 개정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9, 98-99
면.

- 95 -

3. 정비대상 법률

1) 과학기술관련 특별법 및 개별법의 정비 필요성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64) 그 규모의 증가에 비해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각 부처마다 별
도의 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총체적 규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
하고 있지 못하며 과학연구기술인력 양성에 과한 계획이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다.
과학기술인력양성에 관한 법률들은 다양하다.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하여, 정부연
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별법과 개
별 법률들이 많다보니 조항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조항, 절차의 복잡화 등이 나타나
고 있다. 현재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과학기술기본
법」을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과학기술 인력양성관련 법률의 중복

과학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으로「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
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원의 설립목적 중 먼
저 한국과학기술원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광주과학기
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
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
64) 2011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대비 8.7%(11,888억원) 증가한 14조 8,902
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통합재정규모 대비 투자비중이 5.3%이며, 총 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330&bbs=INDX
_001&clas_div=C&rootKey=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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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이처럼 이들 법률에 의한 각 지역의 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으나 국극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
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법인,
정관, 임원 총장, 이사회, 출연금, 학위과정, 연구 등으로 거의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현재「부산과학기술원법」과「창원과학기술원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있다. 먼저 전자 법안의 입법취지는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동남광역경제권 산업기술 고도화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지역 특성화 분야를 연구개발ㆍ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교류의 촉진을 통
한 지역균형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65) 후자 법안의 입법취지는
2012년 현재 광역경제권 중 충청권(한국과학기술원), 호남권(광주과학기술원), 대
경권(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원이 있으나, 동남권에는 과학기술원이 부재
하여 동남권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창원
(창원과학기술원법안)에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동남권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현재 국립
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설립ㆍ운영되고 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대경
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원지역에 추가로 과학기술원을 설립할
경우, 기능 또는 역할의 측면에서 중복 소지가 있을 수 있다.66) 또한 제정안에 따
라 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할 경우, 부산과학기술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
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012년 534억 9,000만원을 비롯해 향후 5년
간 3,941억 4,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창원과학
기술원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창원과학기술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출연금으로 향후 5년간 3,259억 6,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
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67) 한편 과학기술원의 2012년도 예산은 한국과학기술
원 7,516억원, 광주과학기술원 2,397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961억원 등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원이 각 지역적 안배라는 정치적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지역명칭만 달리하여 입법이 제안되고 있어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특별
법이 양산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체계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
점을 이유로 가칭 「과학기술원법」으로 통합ㆍ정비되어야 한다.

65)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부산과학기술원법안 제안이유서, 2012. 9, 1면.
66) 이용원, 창원과학기술원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 9, 5면.
67) 이용원, 위 보고서,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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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법률

소관부처

한국과학

교육과학

기술원법

기술부

대구경북
과학기술
연구원법

비 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
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목적
으로 제정, 정관(제5조), 이사회(제8조), 학위과정(제14조)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

교육과학

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

기술부

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 연구목적으로 제정,
정관(제4조), 이사회(제6조), 학위과정(제12조의 2)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광주과학

교육과학

기술원법

기술부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
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제
정, 정관(제4조), 이사회(제6조), 학위과정(제13조)

[그림-3] 과학기술원 관련 특별법 정비의 예

한국과학
기술원법

대구경북
과학기술

╂

광주과학

╂

기술원법

연구원법

가칭 과학기술원법으로 통합 정비

∥
정비기준

정비효과

목적, 정관,
집행비용의

이사회,

재정의 절감, 의원입법에

효율성

학위과정의

의한 특별법 남용견제

내용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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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반의 정비에 관한 과학기술관련 법률의 중복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은 특정연구기관을 육성하
기 위한 특별법이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과 그 내용에 있어 중복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그 규정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연구기관의 설립부터 연구과제의 선정까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업무와 그러한 조정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구주제 등이 중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표-56> 연구기관 관련 법률
법률

소관부처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비고

지식경제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 특구지정(제4조),
세제감면, 부담금면제(제14조)

관한 특별법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
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지식경제부

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공장설립특례제(8조), 건축금지특
례(제12조), 부담금면제(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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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교육과학기

육성법

술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

정부출연연구

연구원 등 23개 연구원이 설립. 또한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국무총리실

육성에 관한

국무

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와, 교과부산하 기초기
술연구회 등으로 산재, 운영재원(제5조), 정

법률

관(제9조)

과학기술분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교육과학기

설립ㆍ운영 및

술부

육성에 관한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0개
의 연구원이 설립,

운영재원(제5조), 정관

(제9조)

법률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

국토해양부

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
목적의 법. 설립(제3조), 정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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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연구기관 관련 법률 정비의 예

과 학
기 술

정 부

특정연
구기관

출 연

지 방

연 구

자 치

기 관

단 체

등 의

출 연

설 립

╂

╂

ㆍ

육성법

연 구
원 의

운 영

설 립

및 육

및 운

성 에

영 에

관 한

관 한

법 률

법률

분 야
정 부
출 연
연 구

한국

기 관
╂

등 의

╂

설 립
ㆍ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정비기준

수평적
체계정당성 및
기관효율성

정비효과

목적, 정관,

중복투자 방지

운영재원,

연구성과 공유

연구보고 등의

정책조정

동일

연구주제 중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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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기술
원법

(3) 이공계지원정책법률의 중복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역
할이나 위원회 역할 등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으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과 「여성과학인지원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57> 국가과학기술관련 법령
법률

소관부처

비고

인적자원

교육과학

제3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개발기본법

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
기술부

특별규정, 정부역할, 위원회 규정 유사

제3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 정부역할, 위원회 규정 유사, 이
공계지원규정(제1조-제9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교육과학

위한

기술부

정부역할, 이공계지원규정(제8조-제16조)

이공계지원특별법

2) 사행산업관련 특별법 및 개별법의 정비 필요성

(1) 사행산업관련 법률의 종류

가. 사행행위의 의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사행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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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라 할 수 있다. 복권은 각 구매자들이 소액으로 복권을 구입하여 전체적으로
큰 금액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구매로 모여진 큰 금액을 소수에게 배
정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간씩 재산을 수취하고, 이렇게 수취된 큰 재산을 특정
소수에게 주어서 소수에게는 큰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행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큰 재산을 주는가의
문제이다. 사행행위는 다수로부터 취합한 큰 재산을 ‘불확실한 확률 및 우연에 의해
서’ 소수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갈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으며, 재산을 내놓는 불특정 다수는 누구든지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확률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사행성에서의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68)
이와 같은 사행성과 사행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사행산업이다. 사행산업에는 카
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카지노의 주요한 게임인 블랙잭, 바
카라, 룰렛, 슬롯머신 등은 운과 확률에 의해서 승부의 결과와 이익이 달성된다. 룰렛, 바
카라, 슬롯머신, 복권은 순전히 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만, 블랙잭, 경마, 경정, 경륜
등은 단순히 운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통제하
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
까지나 확률을 높이는 것일 뿐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경우에도
사행성이 인정된다.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
우연과 확률에 의한 재화 획득, 그리고 재화 가치의 크기 등 3가지가 존재한다.

나. 사행산업의 종류와 근거법령

사행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
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
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법」제2조 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
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하고 있다

① 카지노(Casino) :「관광진흥법」,「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주국제자
유도시특별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관련통계, 2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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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란 법적으로 전용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 기구
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
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산업이다. 1961년 제정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을 제정하였으며, 1969년 동법을 개정하여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
였다. 1994년「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카지노업을 관광산업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내국인이 카지노에 다
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4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외국
인전용 카지노를 허가하였다. 또한 2004년「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관광진
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을 두고 있
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카지노에 관한 법률은「관광진흥법」에 기반을 두고 예외적
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5
조의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에 각각「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경마(Horse Racing) : 「한국마사회법」

경마란 상금, 출주기준 등 정해진 조건에서 두 마리 이상의 말을 뛰게 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에 고객이 승마투표권을 구매하여 적중 시 환급금을 지급받고 즐기는
사행산업이다. 경마는 레이스라는 스포츠와 배팅이라는 오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투기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ㆍ운영
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 마사
(馬事)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
정한 법(1962. 1. 20, 법률 제1012호)으로 1962년 제정된 뒤 1990년 8월 전문개
정을 거쳐 2011년 7월까지 개정되었다

③ 경륜(Cycle Racing) : 「경륜ㆍ경정법」

경륜은 7명의 선수가 사이클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고 관객은 경주권을 구입해 승
자를 적중시켰을 때,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불받는 사행산업의 한 종류이다. 경주
는 선수들이 사이클 트랙을 6바퀴(2,025m)돌아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순위
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선두 유도원이 일정거리(4∼5바퀴)를 이끈 후 물러나는
선두유도 경주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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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정(Boat Racing) : 「경륜ㆍ경정법」

경정이란 6명의 선수가 자신이 직접 정비한 모터보트를 타고 순위를 가리고 관객
은 자신이 분석ㆍ연구한 가능성 있는 선수에게 돈을 배팅하여 적중시킬 경우 정해
진 배당금을 받는 수상 레포츠이다.
‘86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잠실주경기장과 올림픽공원을 조성
하고 그 안에 체조, 펜싱, 수영, 역도, 테니스, 자전거경기장(올림픽 벨로드롬) 등 6
개의 경기장과 미사리에 조정경기장 1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했다. 대회가
끝난 후 경기장은 각종 스포츠대회와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지
만, 자전거경기장과 조정경기장은

활용 대책이 없었다.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올림

픽 벨로드롬과 조정호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가 있었지만, 대회종료 후 올림
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후신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에 의해 비로소 본격적
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림픽 벨로드롬은 경륜사업을 하고, 미사리 조정호
는 경정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체육청소년부를 통
해 「경륜ㆍ경정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⑤ 복권(Lottery Ticket)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 놓은 표를
팔아서 추첨과정을 통해서 당첨된 표에 대해서는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주
는 제비뽑기를 말한다.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 올림픽후원권 발행으로 공

식 복권의 효시가 되었다.
1949년 재해대책자금 조성 목적으로 후생복표가 발행된 이후(총 3회 발행) 그
외 산업박람회 복권, 무역박람회복권 등을 거쳐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의 주택
복권이 발행되었다. 1990년 9월 대전국제무역박람회, 엑스포복권과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으로 체육복권이 발행된 이후, 기술, 복지, 기업, 자치, 관광, 스피드복권
등 즉석식 복권 등이 발행되었으며, 2002년 로또복권, 2011년 연금복권 등이 발행
되었다. 근거법률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
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
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
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
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
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되었다. 현재 복권법에 의해 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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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온라인복권(로또복권), 인쇄복권(즉석식, 추첨식), 전자복권 세 가지, 12종
의 상품이 있다.

<표-58>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
시 기

복권의 종류

1940년대

올림픽후원복권(1947년, 최초복권), 후생복권(1949년)

1950년대

애국복권(산업부흥자금마련목적)

1960년대

산업박람회 복표(1962년), 무역박람회(1968년), 주택복권

1980년대

국제무역박람회 기념복권, 88올림픽복권

1990년대

엑스포복권(1990년, 최초의 즉석식복권), 찬스복권(1990년)

2000년대

로또복권(2001년), 팝콘복권(2006년), 연금복권(2011년)
자료 : <한국연합복권>

⑥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항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춘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배팅게임이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복권사업과는
달리 경기시작 10분전까지 온라인 복표단말기를 통해 구입자가 원하는 숫자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 지원을 목적으로
구)「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현행「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근거로 시행되었다. 2001. 10,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를 발매하
였으며, 2006. 2, 고정배당률 방식 프로토토 발매를 개시하였다. 2004. 4,「국민체
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축구ㆍ농구 외에도 야구ㆍ골프ㆍ씨름ㆍ배구 등 4개
종목의 해외경기에 대한 토토발행이 가능해졌으며, 외국 경기를 대상으로 한 토토
발행도 가능해졌다.

⑦ 소싸움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청도 소싸움장의 갬블사업은 경마나 경륜처럼 돈을 걸 수 있는 베팅 상품이다.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하고 2007년 경기장을 완공한 뒤 한국우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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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운영을 위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 10, 베팅 사업을 승인하였다. 소싸
움경기의 승식은 한 경기의 승리 소 또는 무승부를 맞히는 단승식, 연속하는 2경기
를 한 조로 묶어 맞히는 단승식, 연속하는 2경기를 한 조로 묶어 맞히는 복승식 등
네 가지다.

<표-59> 사행사업 종류와 법률
사행산업
종류

해당법률

소관부처

사업자

카지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
별법, 관광진흥법, 기업자유
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문화체육
관광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
아레져, 파라다이스

경마

한국마사회법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륜

경륜경정법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경정

경륜경정법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체육진흥
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스포츠토토

소싸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우사회

공통
적용법률

복권위원회(주)
나눔로또,
한국연합복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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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행산업 관련 법률의 정비필요성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박 자체를 불법화하고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도박죄에 걸린 자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제246
조 제1항)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46조 제2항)에 처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47조)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도
박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면서도 도박산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 수행
을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 특별법에 근거해서 엄격한 법적 규제 하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 관련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위상과 역할의 모호성이다. 사감위
는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계획의 수립과 소관부처
및 사업자에 대한 권고 기능만 수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사
감위의 기능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사행산업관련
기관과 단체 또는 개별 업계의 요청에 의한 총량 조정 협의⋅조정⋅권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중독자에 대한 부작용 해소 대책 수립⋅시행,
전 국민 대상 조사⋅연구, 통합교육 및 중독예방교육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감위
법상에는 사감위의 기능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며, 통합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에
필수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사행산업
관리는 명목상 통합관리감독 기구가 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관리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소관부처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명목상 통합관리감독
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관부처에 의한 개별관리체제로서 소관부처의 관리감
독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의 각 사업별 담
당자는 수 명에 불과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며, 인허
가 및 관리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69)
둘째, 사행산업 업종별 근거법률이 분리되어 있고,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
인 규제⋅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각 부처 또한 실질적 지도감독 부재로 실효성을 거두
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신규 사행산업 도입 기획재정부, 문
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사행산업의 소관부처에서는 조세수입 및 기금조성을
위해 기존의 경마, 복권,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경륜 이외에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2000년), 스포츠토토(2001년), 경정(2002년), 로또(2002년) 등의 사업을 추가로 확대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행산업 적극 유치 지방자치단체는
6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구축방안 연구, 2010,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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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이유로 부산 경마장(2004년)⋅경륜장(2005년),
창원 경륜장 개장(2006년) 및 장외매장 유치 등 각종 사행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었다.70) 이처럼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제하고 적
절한 공급 규모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영국의 경우 겜블링위원회라는 중앙정부 소속의
독립기구가 있어 영국 내의 모든 게이밍 관련 산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관리감
독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허가권 보유자를 모니터링하고, 벌금을 징수하
여, 허가를 무효화하는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겜블링법」에 의한 불법도박도 기소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영국의 2005년「겜블링법」은 도박허가의 목
적을 도박과 관련하여 범죄 및 질서문란에 관련되지 않도록 하면서 미성년자 등에
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겜블링위원회의 설치근거
를 명시함은 물론이고, 영업허가 대상구분, 개인허가 및 시설허가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영업허가 없이 도박의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도박으로 부정을 야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주마다 허가 및 감독체계가 다르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겜블링
규제위원회에서 카지노 운영허가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허가
권자의 개인정보기록, 재정상태, 평판 등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매 3년마다 허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
의 퀸즐랜드주도 게이밍 규제실에서 카지노, 경마, 복권 등 겜블 관련 인·허가 업무
뿐 아니라 게임머신의 허가⋅취소⋅정지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행산업 규제형태의 몇 가지 특징은 첫째, 미국⋅영국⋅호주에서는 겜
블링 산업에 대하여는 통합 법률에 의해 인허가, 운영규제 및 지도감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있고, 이를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며 집중적
인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통합된 위원회를 두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통합된 위원회에서 1차적인 조사권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많다. 셋째,
지방정부의 경우 각 사행산업별로 세금징수 목적의 규제권을 발동하고 있고, 주정부의
규제위원회에서는 각 사행산업 규제주체보다는 강력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넷
째, 허가규제방식에 있어서도 대부분 자유롭게 허가를 하되, 베팅액 한도에 대한 제한
을 강하게 하거나 종사원허가나 서비스업 허가를 일반허가와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또한 허가 조건에서도 허가권자의 자격적합성⋅재정상태⋅게임
산업 관련법규의 준수능력과 의지⋅범죄경력 등을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사행산업의 규제방식을 보면, 각 사행산업별로 개별부처에서 허가
와 관리감독업무를 행하면서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
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관리 방안, 2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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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사감위를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서, 외국의 입법례와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는 향후 규제모델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71)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사행산업 대한 인허가 업무 및 관
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통합적 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위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사행산업관련 특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3) 카지노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가 허용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법
령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법령은 기본적으로 카지노산업 내 과당경쟁을 억제를
통한 정책목표 극대화와 함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외부성의 보완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카지노업이 발달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카지노관련
법률이 독립법으로 존재하며 카지노감독위원회, 카지노종사원, 카지노 내부통제, 카지노
기금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29년 대
공황 이후 각 주에서 겜블을 합법화하기 시작하여 1931년에는 네바다주에서는 합법적인
카지노 경영이 허가되었다. 1964년 뉴 헴프셔주에서 재원마련 목적으로 복권이 재개되
고, 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네바다주의 도박규제시스템이 정비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불황에 의한 각주 정부의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박이 허가되었다. 1985년 몬타나
주에서 바에서의 슬롯머신이 허가되고 1988년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카지노가 합법화되었
다. 1989년에는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즈주를 중심으로 선상카지노가 합법화되었고 이러
한 흐름은 1992년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1993년에는 인디애나주로 이어졌다. 현재
의 미국 도박산업은 종합오락산업화의 성공의 결과로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72) 사행산업
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연방

법률로는 「불법인터넷겜블링법」(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과 「연방반복권법」(Federal Anti-Lottery Laws), 「불법
도박사업법」(Illegal Gambling Business Act of 1970) 등이 있다. 그러나 카지노의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카지노 시행을 허용하는지 여부 또는 그 시행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연방정부의 관할권한이 아니라 주정부의 관할권한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 카지노와 관련
된 구체적인 내용은 주법으로 다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주는 다른 법률체계를 가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바다의 「게이밍규제법」(Nevada Gaming Control Act)과 뉴저
지주의 뉴저지 카지노규제법(New Jersey Casino Control Act), 미시건주의 「미시간 게
이밍규제 및 조세법」(Michigan Gaming Control & Revenue Act) 등이 있다.

71) 탁희성 외,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및 입법경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 74-75면.
72) 탁희성 외, 위의 보고서,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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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60년 카지노가 합법화된 이후 현재 130여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데, 영국은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
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에 카지노가 합
법화된 후 170개 이상의 카지노가 온천 휴양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다. 독일은 2002년에 온라인 카지노 영업이 처음 개시되었고, 2003년부터 의회 합
의로 겜블링 법안 초안 합동위원회가 설치되어 겜블링법안이 2004년 10월 하원에
제출되어 2005년에 통과되었다.73)
이처럼 카지노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제정의 목적은 카지
노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법률 서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내국
인의 카지노 이용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카지노감독위원회, 카지노종사원, 카지
노 내부통제, 카지노기금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매우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되
고 있다. 나아가 카지노의 투명성 제고, 경영의 건전화, 사회적 부작용 방지, 카지노
업 경영 효율성 극대화 등 을 목적으로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소유한 카지노 감독
기구의 설치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의 도입이 허용된 것
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 뉴저지주, 콜로라도주, 호주 멜버른 등이 지역개발, 관광객
의 유치 및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이 갖는 사행산업이라는 기본적 특성으로서 이의 허용에는 반드시 허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경제적ㆍ사회문화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법령은 기본적으로 카지노산업 내 과당경쟁을
억제를 통한 정책목표 극대화와 함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외부성의 보완을 추진하
기 위한 산업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규제를 진입규제, 영업규
제, 수요규제 및 관련법령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9
월 2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
입(제20조의 4 내지 제20조의 6)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첫째,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74)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
73) 탁희성 외, 위의 보고서, 7-8면.
74)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일본⋅필리핀⋅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의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 ⋅ MICE ⋅ 엔터테인먼트 ⋅ 쇼핑센터 등이 통합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정책 수립 필요했고, 복합리조트 유치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인 우리나
라의 관광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 나아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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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를 도입한 것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의 법적근거는 있으나, 대규모 투자
를 통한 특 1급 호텔 등의 시설이 완공되어야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투자 리스크
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75) 둘째, 카지
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권을 부
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진 기간 내 적합여부를 통보하
도록 하는 사전심사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카지노 역시 사행
산업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하고 있으나 카지노설립허가에 대하여 사행
행위 규제와 관광수입 그리고 해당지역의 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
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 규정과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카지노 관
련 예외규정을 통합하여 카지노 관련 단일 법률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5] 사행산업 관련 특별법 정비의 예
정비 기준

정비 효과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

및

독위원회법 개정

의 카지노 관

으로 사행산업전

또는

련

특별법상

예외규정

반에 대한 인ㆍ

을 모아 별도

허가권 부여

의

인ㆍ허가
와 사행산
➡

카지노법

제정

기관

업감독의

효율성

효율성, 경
제적 효과
상승

3) 기존의 특별법을 유사한 분야와 내용으로 통폐합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역시 그 제정목적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한 관계로
통합정비가 필요하다.

다. 인천 경제청은 협의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 성사시, 8조원의 투자와 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2. 4. 26, 3면
7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4(외국
인 카지노업 허가요건) : 5억불이상 투자계획, 투자적격 이상 신용평가, 특1급 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 3종 이상 관광사업 경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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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0> 광복 이후 및 6ㆍ25 관련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
법률

소관부처

제정목적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행정안전부,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

명예회복에 관한

국방부

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행정안전부,

명예회복에 관한

국방부

특별법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

행정안전부

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6ㆍ25 관련 두 법과 제주4ㆍ3 사건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이 거의 동일함에
도 불구하고 유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평적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며, 각 특
별법마다 위원회가 운영하고 희생자를 조사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12. 08. 21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의 기계천 일대에서 피난행렬인 민간인 수십 여 명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에 피해자 구제 권고를 해놓은
상태로76) 통합필요성이 있는 두 법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 특별법들
을 정비하여 해방 이후와 6ㆍ25 관련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
정할 필요성이 있다.

76)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서,
2012. 8. 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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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 거창ㆍ노근리사건 등 민간인 희생자 관련 법률

법률

유사내용

위원회설치

비고
제3조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재정지원

8조 합동묘역관리사업 추진비용

특별조치법
의료비지원

위원회설치

없 음

제3조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재정지원

없 음

및
명예회복에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관한 특별법
의료비지원

에게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제3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위원회설치

회복위원회)
제4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실무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위령사업
및 재단에
대한

8조의 2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
영ㆍ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목적 재단설립

기금출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

9조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
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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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광복이후 및 6ㆍ25 민간인희생자 관련 특별법 정비의 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정비기준

정비효과

관한 특별조치법」

╂
「광복 이후
「노근리사건

및 6ㆍ25 관련

유 사 한

희생자 심사 및

민간인 희생자

위원회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명예회복을

=
수평적

위한 특별법」

쳬계정당성

으로 통합정비

및

╂

기관효율성

통폐합,
민 간 인
피 해 자
명예회복
관련업무
처 리 의

「제주4ㆍ3사건

일관성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특별법

(1)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77)(이하 4대강 지원법이라고
함)의 제정배경은 4대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인근 지역에 오염원이 들
어 올 수 없도록 수변지구를 설정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상수원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상류지
77) 4대강 관련 법률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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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주민 지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질환경
보전법」(제22조)에서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수질관
리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향권역을 체계적으로 개편함에 있으며, 대권역 설정
에 있어서는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으로 인문사회적인 요소와 환경부의 관
리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고, 환경부 유역청별 관할 범위와 같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의 4개 대권역으로 구분되었다.78)
그러나 현행 「4대강 지원법」의 주요내용인 목적, 오염 행위제한, 토지매수규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기준, 주민지원사업내용,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설치계
획, 수질개선특별회계규정,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규정,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이 동일한데도 유역별 자료호환도 및 활용도가 낮아 종합적
인 자료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유역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4개의 특별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경우,79) 사업간 연계부족과 중복ㆍ과잉
투자 등 비효율의 발생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4대강 수계관리기금
의 2011년 5월 현재 경상비 총액은 7,619억원이고, 기금운영비는 129억원이다. 따
라서 각각의 법률을 통합ㆍ정비한다면 경상비와 기금운영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62> 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 내역80)
구 분
합

계(Ⅰ+Ⅱ)

Ⅰ. 사업비 계(A～F)
◦ 주민지원사업(A)
- 관리청별주민지원
-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

2011년 집행액
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0년
집행액

455,499

445,643

1,775

8,081

413,171

449,075

439,219

1,775

8,081

413,051

66,506

66,351

104

51

67,459

65,502

65,470

0

32

66,839

1,004

881

104

19

620

78) 조덕용/임이택, 「4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
1호, 한국지적학회, 2009. 6, 127면.
79) 2009년 환경부는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오염총량관리제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
시설 설치 촉진, 물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 등을 단일 체계화한 4대강 수계법의 통합(4
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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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초시설(B)

255,413

255,291

0

122

192,064

- 환경기초시설 설치

172,287

172,240

0

47

109,383

- 환경기초시설 운영

83,126

83,051

0

75

82,681

◦ 기타수질개선지원(C)

44,421

41,901

219

2,301

49,376

13,300

12,802

0

498

13,992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299

7,509

0

790

8,117

- 환경기초조사연구비

3,550

3,021

112

417

4,225

- 퇴적물준설

1,915

1,915

0

0

2,016

- 오염하천정화사업

5,479

5,479

0

0

9,958

- 수질보전활동지원

1,530

1,430

0

100

1,370

- 비점오염저감사업

10,348

9,745

107

496

9,698

◦ 토지매수ㆍ수변구역관리(D)

71,681

64,850

1,434

5,397

94,190

64,421

58,919

1,434

4,068

88,086

7,260

5,931

0

1,329

6,104

4,051

3,887

0

164

3,338

- 오염총량관리

1,810

1,810

0

0

1,305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2,241

2,077

0

164

2,033

◦ 기금운영비(F)

7,003

6,939

18

46

6,624

Ⅱ. 여유자금 운용

6,424

6,424

0

0

120

- 청정산업지원

- 토지등의 매수
- 수변녹지조성 관리
◦ 오염총량관리(E)

80) http://wmc.me.go.kr/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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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3> 4대강 수계관리기금81)
항

목

기금운영비

경상사업비

한강수계관리기금

70억

4110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6억

899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2억

1935억원

11억원

675억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합계

129억원

7,619원

[그림-7]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 정비의 예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정비기준

정비효과

수변구역 관리제 및 주민
집행비용의

지원사업실시, 물 이용부

효율성

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규
정 단일체계화

운영예산의 절감,
수계관리의 효율성 증대,
합리적인 규제의 정비

81) 기획재정부, 2011년도 기금운용현황, 104-345면을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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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부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
으로 영세한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규모는
1조 5,711억 원이며, 이 중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에 1조 3,513억원, 유통기능 개
선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에 2,198억원이 투입되었다.
평가 결과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기간
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의 정부지원 상인부담금이 면제
되는 특정 유형 시설 중심으로 정부 보조 집중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예산 실집행률 63.6%로 저조한 실정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
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특정 시장 및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복하
여 나타나고 있기에, 전통시장 관련 사업별로 지원범위 및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
정이 필요하다. 즉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래되고 낡은 시장, 유통기능이 취약한 시장으로 지원대상
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 낡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전통시장육
성사업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유통기능 개선을 위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전통시장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남 거창시장은 2003~2011년 동안 시설현대화사
업을 통해 9건의 지원을 받았으며 광주 양동시장은 같은 기간 15건의 지원을 받기
도 하였다.82) 그러나 이 법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2년 예산은 1,606억 원이다. 이러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중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ㆍ도의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짐
진다. 즉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의 비율로 예산을 집행한다. 시설현대
화를 위하여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ㆍ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ㆍ전기
ㆍ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광장 등을 설치한다. 한편 다목적광장은 국비 60%, 지방비
4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여 민간부담은 면제된다. 이 사업을 위한 지원한도는
국비 최대 70억 원(점포수 700개 이상은 경우 100억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으로 시행된 시장상권활성화 사업은 전국 시ㆍ군ㆍ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일부
82)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201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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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사업 대상 구역으로 확정한 뒤 한 구역 당 3년 간 최대 20억 원의
국비(경영개선 분야)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반인프라 구축 분야)을 투입해 시장과
주변상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행연도인 2011년 서울 마포, 경기 성남 등 전국 7개 지역을 사업 대상
구역으로 확정했지만 20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조차 받지 않아 정
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83)
시장상권 활성화 사업 중 국비가 투입되는 경영개선 분야를 제외한 기반인프라
구축 예산은 ‘광역특별회계-지역계정’을 투입하도록 규정돼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 예산으로 3~5년 동안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을 올바로 육성하려면 법률의 전통시장 범위에 기타시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 범위를 명
확히 하고, 각 전통시장의 유형별 지원이력을 정비해 중복지원을 방지해야 한다. 특
히 시설사업 중심의 전통시장 지원방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83) http://www.dt.co.kr/cont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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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특별법은 본래 특정한 입법정책의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입법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왔다. 즉,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설정하면서 이를 가시화할 목적으로 독립된 법률 형식으로 특별법
을 제정하여 왔다. 이러한 특별법의 급증은 다른 법률의 영역에서보다 행정법의 영
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영역에서의 특별법 증가의 원인은 복
잡해지는 현대 행정, 급부국가로서의 국가기능의 확대, 실질적 평등의 확보를 위한
법치국가적 요청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
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때마다 임기응변
의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 결과 의도했던 정책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특별법이 범람하게 되어 본래 행정 특별목적
의 실현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법률의 홍수’ 또는 ‘특별법 만능시대’라는 비
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국가의 법집행작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지고 수범자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의 희생 및 그에 따른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행정특별법이라는 예외적인 법률의 제정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법자
는 언제나 헌법적합성⋅합목적성⋅필요성⋅체계정당성 등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
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적합한 법률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도록 신중한 입법
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특별법의 현황과 행정특별법 입법과정이 과연
위의 입법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행정법의 영역에서 특별법의 정비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행정특별법의 증가로 인하여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대상 간에
형평상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정특별법의 양산으로 인해
야기된 법률 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제도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불신의 증가로 이어
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선진 법제도를 위한 법체계 간결화가 꼭 필요하
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행정특별법의 정비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범자 친화성 확보이다. 이는 입법 전반에 걸친 입법의 최상위범주에 속하
는 원칙으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수범자인 국민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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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하여 생활에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비례의 원칙은 수범자들이 희생하여야 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강
화 비용과 해당 행정특별법의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수범자 측면의 비용을 상쇄하
고도 충분히 높은 편익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법 입법의 정당성을 가진다.
셋째, 체계정당성은 어느 법령이 전체 법질서나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특별법은 상위법과 하위법과의
수직적 체계정당성, 대응관계에 있는 일반법 및 개별법 그리고 다른 행정특별법과
의 중복 및 모순이 없어야 하는 수평적 체계정당성, 입법기술, 적용, 해석, 해당 법
률내에서의 무모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체계정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신뢰보호의 원칙 준수이다. 행정특별법은 기존의 일반법 또는 개별법을 법
적 생활의 준거로 생활하여 오던 수범자, 집행을 하여오던 행정청은 물론 법원에게
까지 기존의 법적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치행정의 가장
핵심적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행
정특별법의 제정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기존의 일반법 또는 개별법에 따른 행정목
적 및 행정수요의 충족 이외의 비상한 방법의 하나로서 동일한 행정영역에서 발생
한 특별 행정수요에 응하는 수단으로 독립되고 개별적인 법률인 행정특별법을 제정
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치국가적 원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를 입법과정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 입증 책임 부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스스로 해당 입법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행정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무화하게 되면 행정특별법의
양적 완화 및 질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이다. 행정특별법의 제정 방식은 국가 전체적
인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집행의 실제 비용, 수범자 집단이 부담하
는 비용 등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행
정특별법 정비의 예시로서 「과학기술관련 특별법」및 관련 개별법,「사행산업관련 특별
법」및 개별법,「거창사건 특별법」,「노근리 사건 특별법」,「제주4ㆍ3사건 특별법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에 관하여 통합정비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행정특별법 정비기준을 통한 특별법의 정비는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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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특별법 정비를 통하여 국가의 공적 수단 집행의 간소화 및 국가행위의
간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수범자에게는 국가의 공공행정에 대
한 보다 용이한 조감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 및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국 수범자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확보에
따른 법치국가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입법자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법
령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법체계 및 법집행과정에 장애로 남아있는 복잡한 법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법령간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곧 정책집행의 효율성
을 가져다주면서 권한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한 행정과 국가를 실
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행정특별법의 입법목적이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는 본래는 국가에 대한 특별한 관계설정 및 요청을 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특별법의 제정은 처음부터 수범자에게 편리함과 편익을
주기 위하는 것이 그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행
정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은 오히려 수범자 친화적이기 보다는 수범자에게 불편을 야
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행정특별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특별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특별법 제정의 본래 취지인 수범자 친화적 법제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특별법의 정비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서 행정특별법 건수
줄이기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간소하고 간결한 법령체계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절대 수에 의존한다. 아무리 입법목적이 좋거나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령은
본질적으로 규제와 제한을 담을 수밖에 없다. 많은 법률은 상응하는 수만큼의 규제
와 제한을 의미한다. 특히 행정특별법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직접적 규율과 제한을
의미한다. 보다 적은 행정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보다 적은 특별규제를 의미한다. 행
정특별법 건수의 감소는 국민의 자율적 영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법제도 선진화에 일조에 할 것이다. 국민 중심의 법체계 간결화를 위한 방
안으로 법령 통폐합, 불필요하고 낡은 법령 등 시대와 현실 여건ㆍ상황에 맞지 않
는 법령의 폐지와 더불어 특별법의 수를 줄이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입법정책을 추
진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행정 특별법의 정비기준 등은 정부나 국회의 법령 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와 영역에서 가장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 행정특별법 분야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제출
법률안은 물론이고 의원입법의 많은 부분이 행정영역의 특별법 제출안이다. 행정수
요에 대한 단순한 대응으로서 특별법제정,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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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 전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제출
되는 행정특별법안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행정특별법은 그 법익을 누리는
계층이나 범위가 특정되므로 국가능력의 특별한 배분에 의하여 국민전체나 국가 전
체의 이익의 특별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 현대의 민주법치국가에서 생겨나는 모든
특별한 희생과 급부는 그에 상응하는 헌법적 적합성, 비례성 확보 등을 갖추고도
최후적으로 보충성 검토 후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 국민과 국가는 특별한 수요를 요구하는 부문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
근거와 기준으로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
된 결과를 정리한 도표는 입법실무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법령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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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각 부처별 특별법 현황 분석
1. 교육과학기술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대학교 및 교육대학 등을 포

국교원대학교ㆍ교육대학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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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대학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

설치한

사건 등에 참여하였다는 이

이하 같다)을 졸업한 자중

제3조 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

유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에 관

용심의위원회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것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4조 임용신청

임.

로 한다.

제5조 특별채용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한

조문의 총수 : 7조

행 관련 교원

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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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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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또는

토지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
학교용지부담
금 환급 등에
3

관한 특별법
*

제정

2008. 3.14
* 의원발의

:

과ㆍ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원미임용자 등록

졸업한 자중 병역의무의 이

제4조 자료협조의 요청

임용 등에 관

행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

제5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한

용되지 못한 자의 특별채용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

수평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원회

정당성 위반

적으로 한다.

제6조 특별채용

특별법상
체계

제7조 특별연수

조성된

공동주택을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위헌결정

(2005. 3. 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
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
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이 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
호ㆍ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
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특례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
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
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
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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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7조
제1조 목적
제2조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
소 등
제3조 환급신청 및 환급 등
제4조 부담금환급가산금
제5조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조 시효
제7조 벌칙

학교용지 확
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반

환규정을 둠
으로
능

해결가

조문의 총수 : 10조
있어서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국교원대학교ㆍ공업교육대학

제3조 미임용자의 등록

ㆍ사범대학

졸업자를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

제4조 중등교원 채용시험 실

병역의무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

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 등

행관련

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

졸업한 자 중 교원으로 미임

제5조 중등특별정원의 관리

미임용자

에서 위헌결정(1990. 10. 8)

용된 자에 대하여 교원으로

제6조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용에 관한 특

됨에 따라 당시 교사임용후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제7조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별법

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7조의2 초등교원 채용시험

체계정당성

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

로 한다.

실시 등

위반

교사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
원미임용자
4

임용 등에 관
한 특별법
*

제정

:

2004. 1.20
* 의원발의

교원지위향상
을 위한 특별
5

법
*

제정

1991. 5.31
* 의원발의

:

신규채용에
등의

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

제7조의3 초등특별정원의 관

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리

교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
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섭
ㆍ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

교원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장을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로 한다.

의 보호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하려는 것임.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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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평적

조문의 총수 : 13조
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

이

무

설치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

6

경제자유구역

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및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

설립ㆍ운영에

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

관한 특별법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

*

제정

:

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

2005. 5.31

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 정부발의

향상시켜 동북아 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하려는 것임.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조문의 총수 : 24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제4조 설립자격

교육국제화특

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구의

외국교육기관과

승인

운영 및 육성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제6조 설치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제7조 외국학교법인의 권리

법상

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능력 등

학교의

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

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및 운영 부분

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등

의 내용이 동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9조 지도ㆍ감독

일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

제10조 학생정원

함

치도에

제11조 학력인정

거주하는

「제주특별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목적으로 한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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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

외국인
설립

상충

제13조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
승인
제17조 시정명령 등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변경 또는 취소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
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
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

7

취업 후 학자

과

금 상환 특별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법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

제정

: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

2010. 1.22

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

* 의원발의

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
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의 총수 : 44조
제1장 총칙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3장 상환의무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5장 체납처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

제6장 보칙

가 발생하고 있음.

제7장 벌칙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
환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
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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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
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
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이에 대출 대상선정, 대출
금리 결정조건, 졸업 후 대출
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
는 기준 등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8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첨단의료복합

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단지 지정 및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

지원에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ㆍ종합

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

적으로

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관한

특별법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

첨단의료복합단지를

2008. 3.28

ㆍ발전시킴으로써

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 정부발의

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육성하고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제정

:

의료산업

국내

한다.

세계적

의료산업의

조문의 총수 : 32조
제1장 총칙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
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
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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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10조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
용이 도입된 1975년 7월 23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

일부터 법률 제7352호 「사
립학교법중개정법률」 및 법
대학교원

기

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

간임용제

탈

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

락자
9

구제를
제정

:

국립ㆍ공립

26일)까지의

및

사립대학의

2005. 7.13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

* 의원발의

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
하여

10

1월

기간동안 재임용에서 탈락된

위한 특별법
*

(2005년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
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
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
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
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회의 설치 등
제4조 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제5조 퇴직ㆍ사망자의 재임
제6조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
한
제8조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제9조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

효력

함으로써

제10조

재임용탈락자들의

「교원지위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한 특별법」의 준용

세계화의

조문의 총수 : 22조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을

무

용 재심사 청구

향상을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국제화특

국가의

강화하기

구의

지정ㆍ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

이

운영 및 육성

정하고, 특구 시ㆍ도지사 또

에 관한 특별
법

제주국제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자유도시의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외국교육기관

는 교육감은 외국어전용타운

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제6조

설립ㆍ운영에

의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

국가의

수립

관한

라 구축사업, 외국어능력 향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

제7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상

2012. 1.26

상

적으로 한다.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교의 설립 및

* 의원발의

등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교

제10조 초ㆍ중등학교 운영에

운영

육 강화사업 및 어권별 문화

관한 특례

내용이

*

제정

: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국제경쟁력

- 136 -

강화와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특별법
외국인학
부분의
동일

제13조

제14조 지역사회의 국제경쟁

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을

력 강화

시행하도록 하며, 국제특구안

제15조

의 대학은 외국대학과의 교

제16조

함으로써 혁신적 교육국제도

위한 특별법
*

제정

1999. 8.31
* 정부발의

:

외국인

진료병원의

제20조 국회에 대한 보고

조문의 총수 : 12조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

11

하여 상충함

제17조 옴부즈만의 설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활용촉진을

설립

지정 및 운영

시를 조성ㆍ육성하고 글로벌

폐교재산의

외국인학교의

및 운영 지원

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체험마을의 조성 등 지역사

ㆍ폐합

대학의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그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법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

제8조 공유재산심의회

의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법

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

제9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적인

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

제10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

역사회의

례

민등을 위한 교육ㆍ문화시설

목적으로 한다.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발전에

기여함을

제11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에 관한 특례

하려는 것임.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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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사업화를

진흥과

연구성과의

촉진하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12

조

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2011. 1.4
* 정부발의

조문의 총수 : 52조

위하여
조

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및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경을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

장ㆍ발전시킴으로써

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적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

경쟁력강화를

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그

(理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

위한

역할과

증대되고

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의 양성ㆍ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

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

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

전에

지원특별법
*

제정

2004. 3.22

: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무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

제8장 벌칙

하려는 것임.

중요성이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제7장 보칙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

이공계

제2장 추진체계

성

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13

제1장 총칙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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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조문의 총수 : 52조
여성과학인지원
제1장 총칙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법과 함께 인적
자원개발기본법
으로 통합가능

써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자질향상

양성 및 활용을 통하여 과학
기술발전과

* 정부발의

국가경쟁력확보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촉

한다.

진 및 지위개선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2조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

에 관한 특례
1

법
*

제정

2007. 5.25
* 의원발의

:

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
장하고, 학술 및 정책개발연
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
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
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

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

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상정보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제5조의2 유치원의 공시대상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

정보 등

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

상정보 등

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8조의2 교육관련기관이 보

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

을 목적으로 한다.

계ㆍ가공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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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학교설
조문의 총수 : 10조

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
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

어려운 실정이므로, 택지개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ㆍ중

비의 부담

발사업자가 그 시행계획을

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

제4조의2 학교시설에 관한 특

확

작성할 때에는 학교용지의

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

례

학교용지부담

보 등에 관한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금 환급 등에

특례법

포함시키도록 하고, 대규모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관한

개발지역안에서

주택이나

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

제5조의3 부담금 등의 강제

을 본법에 추

1995. 12.29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

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징수

가하는

* 의원발의

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

의 통합가능

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원

록 하는 등 학교용지의 조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

학교용지
2

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

제정

:

성ㆍ개발ㆍ공급 및 경비의

로의 조성ㆍ개발 등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제9조 권한의 위임

확보를 기하고자 함.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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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형식

2. 국방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3조
1950년 7월중 충청북도 영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1

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

심사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
법
*

제정

:

2004. 3.5

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

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민

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

과

게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

목적으로 한다.

민화합

* 의원발의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국제선린관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수평적

정당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성에

위배됨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

으로

통합가

사

능

제6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

거창사건

성

는 제주4.3사

제8조 위령사업

건의

제9조 의료지원금

과 통합가능

특별법

제11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2

조문의 총수 : 9조

국방ㆍ군사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이전

는 국방ㆍ군사시설의 통합ㆍ

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

조정과 재배치사업에 필요한

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

제3조 운용 및 관리

재원을

확보하

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

제4조 세입

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제5조 세출

특별

회계법
*

제정

2006. 12.30

: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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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

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및 군사용 사유재산의 매수

* 정부발의

와 보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

제6조 차입금
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적으로 한다.

제8조 취득재산의 처리
제9조 보고

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하려는 것임.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
5ㆍ18민주화
운동 등에 관
3

한 특별법
*

제정

1995. 12.21
* 의원발의

:

1979년 12월 12일과 1980

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

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

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생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

범죄행위에

한

관한

조문의 총수 : 8조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보상 등에 관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한 법률, 5⋅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

제4조 특별재심

18민주유공

기강을 바로 잡고 민주화를

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제5조 기념사업

자예우에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

제6조 배상 의제

한 법률 등과

양하고자 함.

로 한다.

제7조 상훈 박탈

통합가능

공소시효정지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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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
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
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
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

지원 등에 관
4

의 이전사업을 원활이 추진

한 특별법
*

제정

:

2004. 12.31

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
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

* 의원발의
* 원안 : 정부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
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
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
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

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
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
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
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발의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문의 총수 : 39조
제1장 총칙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

무

회계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
책 등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6장 보칙

함을 목적으로 한다.

1959년 12월

5

조문의 총수 : 17조

31일 이전에

6ㆍ25전쟁에

군인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퇴직한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중 정부의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퇴직급여

감군정책에 따라 공무원연금

이전에

법 시행 전인 1959년 12월

(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

제4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

31일 이전에 전역을 함으로

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

원회

써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

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

제5조 퇴직급여금 산정 등

법상의

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의

금지급에

관

한 특별법
*

제정

2004. 3.22

:

참전한

퇴직급여금을

지급

이등상사ㆍ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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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대상자

무

제7조 지급결정기한

받지 못하고 전역한 장기복

* 의원발의

무군인에게 늦게나마 국가가

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

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

도모하고

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지하려는 것임.

제8조 결정서 송달
제9조 재심의
제11조 퇴직급여금지급을 받
을 권리의 보호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지
급 등과의 관계

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

1

헌정질서

파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

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

괴범죄의

공

정질서의

목적으로

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

하여

공소시효의

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관한

사항을

으로써

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정

:

파괴를

배제등에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형법상

헌정

질서

파괴범

죄의

공소시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효를

추가하

제4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는 것이 효율

조문의 총수 : 4조

1995. 12.21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

적이라고

* 의원발의

를 수호하고자 함.

로 한다.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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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거창사건등 공비토벌을 이유
로 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조문의 총수 : 8조

중 희생된 주민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무총리

1

수평적

거창사건

등

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창사

관련자의

명

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

예회복에

관

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건

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

회복심의위원회

특별조치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호적

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

제4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

등재가 누락된 자는 동 위원

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회복실무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라 호적에 등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1996. 1.5

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

* 의원발의

는 유족이 추진하는 합동묘

성

역관리사업등에

제7조 유족의 등록

한
법
*

제정

:

대하여

그

제8조 재정지원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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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정당성에

위

배됨으로

통

합가능
노근리사건
또는 제주4.3
사건의
법과
능

특별
통합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

2

국가보위에

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

관한

특별조

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

치법 제5조제

특별조치령이 근거법인 국가

4항에

의한

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

동원대상지역

제4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내의

토지의

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4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

수용ㆍ사용에

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이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

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관한

특별조

상실된 결과, 동령에 규정되

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

의하

었던 원소유자의 환매권ㆍ수

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

토지의 처리

수용ㆍ사

의매각연고권 및 국ㆍ공유토

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

토지의

지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

에 따른 매각

관한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령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ㆍ

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

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토지의 처리

치령에
여
용된
정리에

특별조치법
*

제정

:

조문의 총수 : 5조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

1997.1.13,

고 국ㆍ공유토지의 사용등에

* 정부발의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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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21조
제2조 징발재산의 매수

3

징발재산정리

법

에 관한 특별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

조치법

령에 의하여)에 징발된 재산

*

제정

:

시행전(대통령긴급명령

을 1971년 12월 31일까지

1970. 1.1

정리하는데

필요한

* 정부발의

규정하려는 것임.

절차를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
발된 재산(이하 "징발재산"
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
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한다.

목적으로

제3조 징발재산의 사정가격
제6조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제8조의2 전치주의
제10조의2 증권의 소각
제11조 국채법의 적용
제12조 증권의 교부등
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증
권등의 처리
제16조 담보물권의 행사등
제17조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제18조 징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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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3. 국토해양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21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
인 보호를 위
1

한 특별법
*

제정

2007. 1.19
* 정부발의

:

제4조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
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주거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

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

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

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

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

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

하여

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장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의 시행자
제10조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제11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제12조 우선매수권 양도
제13조 매각기일 연기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

압류금지

하려는 것임.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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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동ㆍ서ㆍ남해안권은 우수한 입
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
진 지역으로서 무한한 성장 잠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전전
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조문의 총수 : 39조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기반시설

2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제약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제1장 총칙

동ㆍ서ㆍ남해

따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안 및 내륙권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

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발전 특별법

역, 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투

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자진흥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체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2007. 12.27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

* 의원발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입주기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

을 위한 특례

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

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6장 재정지원 등

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으로 한다.

제7장 보칙

*

제정

:

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제8장 벌칙

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도
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
화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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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14조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계획의 수립

대도시권 광역
교통
3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1997. 4.10
* 의원발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제3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

시행계획의 수립

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제7조의4 광역도로의 설계에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관한 특례

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효율적으로

제7조의5 광역교통 개선대책

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광역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적인 교통문제를 조정하기 위

로 한다.

제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

해결하기

위하여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것임

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무

재정 지원 등
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의 부과 대상

4

조문의 총수 : 42조

도청이전을 위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

치로

원거리를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및 지원에 관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제1장 총칙

한 특별법

소하기 위하여 도청을 이전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는데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

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

등

2008. 3.28

인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 입

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

* 의원발의

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항을

회 등

*

도시건설

제정

:

지역주민들이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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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정하여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

원활히

도청과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원 등

목적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는 것임.

조문의 총수 : 44조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

5

신발전지역 육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

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을 위한 투

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자촉진 특별법

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

*

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

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

2008. 3.28

시키고

촉진함으로써

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

* 의원발의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으로 한다.

제정

:

투자를

제1장 총칙
제2장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
제3장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제5장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에 대한 지원
제6장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 151 -

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
고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
소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총수 : 60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야 하나, 임대주
제1장 총칙

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
가용택지가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

제2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

보금자리주택

소진되어 택지 확보가 어렵고,

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 등

건설 등에 관

슬럼화와 이미지 악화를 우려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제3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

한 특별법

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성

반대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

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제4장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

2003. 12.31

고 있는 바, 국민임대주택의

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

원회

* 의원발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

제5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

적으로 한다.

제6장 보금자리주택의 매입

시

6

*

제정

:

인근지역에서

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

제8장 보칙

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

제9장 벌칙

무

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7

조문의 총수 : 45조

지적재조사에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관한 특별법

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

일치하지

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

(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제1장 총칙

2011. 9.16

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의원발의

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

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

제정

: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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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무

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
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

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

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

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제4장 보칙

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제5장 벌칙

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다.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
거 및 절차규정 등을 마련함으
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제적

8

조문의 총수 : 52조

행사

개최시(박람

여수세계박람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회 지원 및 사

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후활용에 관한

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제1장 총칙

등) 지원법 제

특별법

위하여

주관기관인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제2장

정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 성

직위원회

*

제정

: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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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조

엑스포
필요(국제

경기대회 지원

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

2008. 3.14,
* 의원발의

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

과를 계승ㆍ기념하고 해양관광

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과학기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

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

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

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

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

리ㆍ보전을 장려하고, 국토의

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

균형적인

국가위상을

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

고하는 동시에 인류공영에 이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과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
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
9

별법
*

제정

2005.12.30
* 의원발의

: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
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
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
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
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려는 것임.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
위원회
제4장 박람회 직접시설 등
제5장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등

법의 통합사례

제6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

참조)

용금지 등
제7장 벌칙

조문의 총수 : 37조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

제1장 총칙

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

및 결정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을 위한 지원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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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363조
제1장 총칙
제2장
원회 등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
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

10

제주특별자치

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 설치 및 국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

제자유도시 조

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성을 위한 특

지방분권모델을

별법

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

*

제정

:

구축하는

한

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

2006. 2.21

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

* 정부발의

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
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
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
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
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
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
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법적 지위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7장 자치인사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제9장 자치재정
제10장 교육자치
제11장 자치경찰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조성ㆍ발전시키려

에 관한 계획

는 것임

제15장 환경ㆍ교통ㆍ보건복지ㆍ안전
제16장 보칙
제1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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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12조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
운용

국가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대

11

교통시설특별

두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회계법

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

으로 확보하고, 분산된 회계를

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

1993. 12.31

일원화함으로써 관련예산을 효

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

* 정부발의

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

으로 한다.

*

제정

: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
출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
출

무

제5조의2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도록 하려는 것임.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
출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
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12

*

제정

2007. 7.13
* 의원발의

:

조문의 총수 : 63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

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

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따

지역으로부터의

라 반환되는 미합중국 군대의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

용산부지에 국가의 주도 하에

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

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지역

정」에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

성 및 관리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공

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

원의 조성과 관리, 주변지역

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

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이전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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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대한민국에

제1장 총칙
무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

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

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ㆍ휴

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식과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6장 비용부담 등

한다.

제7장 보칙

자연생태

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의 조성기반을 구축하

제8장 벌칙

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
려는 것임.

수도권

13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

공공기관 지방

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이전에

따른

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혁신도시 건설

신도시의 개발절차, 혁신도시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

및 지원에 관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 혁신도

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

한 특별법

시위원회의 설치 및 혁신도시

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2007.1.11

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

* 의원발의

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원안 : 정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

발의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

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련하려는 것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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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59조
제1장 총칙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등의 수립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장 혁신도시위원회 등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
한 지원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무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

조문의 총수 : 56조

을 가지고 산업ㆍ연구ㆍ관광ㆍ

14

레저분야 등 기업활동에 필요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

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ㆍ

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

기업도시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

특별법

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과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

2004. 12.31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

* 의원발의

이를 통하여 지역개발과 지방

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

경제의

복리를

*

제정

: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

국가

와

목적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15

제1장 총칙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
발사업의 시행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
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4장

기업도시

정주(정주)

여건의

개선

<개정

2011.5.30>
제5장 위원회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항만의

체제의 개편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필요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

위한 지원특별

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인력

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

제4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

법

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

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편

환하되, 그 원활한 추진을 위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

제5조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2005. 12.23

하여는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

련함으로써

권익보호

* 의원발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

제6조의2 퇴직금의 융자

* 원안 :

을 고려하여 조기퇴직하는 조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2 항만인력에 대한 생

제정

정부발의

:

합원에
지급하는

생산성향상을

조문의 총수 : 10조

항만인력공급

*

대하여
등

무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원의

계안정지원

생계지원금을

제8조 지원금의 환수

후속지원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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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제9조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
원회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0조 권한의 위임

조문의 총수 : 13조
제5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

16

원회

사후에 동일한

허베이 스피리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

제6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사고

트호 유류오염

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

제7조 피해주민단체

또

사고 피해주민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

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제정해야 하는

의 지원 및 해

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문제가 발생함

양환경의 복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

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으로

등에 관한 특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

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금에

별법

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의 지정 등

특례규정을 유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

주민들의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

류오염손해배

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

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상 보장법에

으로 한다.

제11조의2 유류오염사고 피해

*

제정

2008. 3.14
* 의원발의

:

재기와

피해지역
해양환경의

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의3 유류오염사고로 인
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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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특별법을

선급금

규정하여
합.

관한

통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
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
조문의 총수 : 71조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
신행정수도 후
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
17

역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정

:

2005.3.18
* 의원발의

제1장 총칙

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

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

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관리

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

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업 등

ㆍ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

제4장 추진기구

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

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

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회계

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지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

제7장 보칙

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

제8장 벌칙

무

려는 것임.

18

조문의 총수 : 44조

시설물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관리에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제1장 총칙

의

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

제정

: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1995. 1.5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

중(公衆)의

안전을

* 의원발의

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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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무

제5장 보칙

려는 것임.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벌칙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
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
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
친수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19

법
*

제정

2010. 12.29
* 의원발의

:

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

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

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

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

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

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주변지

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

환수하여 하천 정비 및 관리

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

을 목적으로 한다.

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161 -

조문의 총수 : 44조
제1장 총칙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무

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
(全員)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
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조문의 총수 : 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공유토지분할
에 관한 특례
1

법
*

제정

2012. 2.22
* 의원발의

: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

제1장 총칙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

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

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지

적으로 한다.

제5장 분할등기 등

1991년까지,

제6장 청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

제7장 보칙

년부터 2006년까지 총 세 차례

제8장 벌칙

난

1986년부터

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토지분할
정리를 하였으나, 아직도 상당수
의 국민들이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공유토지분할에

있으므로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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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여 3년간 한시적
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토
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관
리제도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
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
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이

2

산업단지 인ㆍ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

허가 절차 간

어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

소화를

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계 기관

위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통합조정회

특례법
*

제정

:

의를 통하여 일괄 조정할 수 있

2008. 6.5

도록 하며, 산업단지개발을 위

* 의원발의

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
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 절차
를 간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

조문의 총수 : 28조

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

제1장 총칙

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

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
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
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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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
을 위한 특례

무

3)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국유화
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
을 통하여 보상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
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
조문의 총수 : 9조

천편입 토지의 소유자와 종전 특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
1

한 특별조치법
*

제정

2009. 3.25
* 의원발의

:

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

니한 제방부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못한

제4조 보상재원

있음.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른 보상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

제5조 통지

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대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13년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

으로 한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8조 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

제9조 등기 등

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보
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보상 토지에 대한 하천공
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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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
조문의 총수 : 22조

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토지임대부 분
양주택 공급촉
진을 위한 특
2

별조치법
*

제정

2009. 4.22
* 의원발의

: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제5조 주택종합계획 및 자금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

지원 등

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

제6조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ㆍ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

이 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의 시행자

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제7조 토지임대주택의 우선 건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임대

설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부 분양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제8조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ㆍ지방자

추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격 및 토지임대료 결정 등

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

경감과

제9조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

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목적으로 한다.

정됨에 따라,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는 자의 자격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제10조 토지임대주택의 전매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행위 제한 등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제13조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

방식을

무주택

임대주택의 활용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

제14조 대물보상

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

제1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

등

도입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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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34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
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지

아니하고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획일적으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
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
3

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

제정

2000. 1.28
* 의원발의

:

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관련규정이
받음에

도시계획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
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
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재지정에 관한 특례

따른

제10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제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

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제16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한다.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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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재정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지역간의

불균형을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
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
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별법

ㆍ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

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2004. 1.16

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 의원발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

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 원안 :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정부발의

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다.

제5장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
1

조문의 총수 : 48조

국가균형발전
제정

:

설치ㆍ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
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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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무

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현행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예
비비의

사용내역이

노출되어

국가의 기밀이 폭로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안전
예산회계에 관
1

한 특례법
*

제정

1963. 5.31
* 의원발의

:

예비비의 산출

보장을 위한 긴급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취급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소관 예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비비로 배정하고 그 예산과 결

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산은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액으로

표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기밀을 최대한도로 유지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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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3조

근거를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
임하고 있음으

제2조 예비비

로

명확성의

제3조 시행령

원칙에 반함

조문의 총수 : 11조

2

대한민국과 아

대한민국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

메리카합중국

지위에관한협정 제9조제1항에

간의 상호방위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조약

제4조에

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의한

시설과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

구역 및 대한

하고는

민국에서의 중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국군대의 지위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에 관한 협정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

의 실시에 따

는 사항을 따로 입법조치를 요

른 관세법 등

하는 까닭에 관세법, 임시특별

의 임시특례에

관세법, 톤세법, 물품세법, 주

관한 법률

세법, 석유류세법 및 장치기간

*

제정

1967. 3.3

:

대한민국

세관당국이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
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
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
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
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5조 입출항 절차
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
징
제7조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
등의 징수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

경과물품처리법에 대한 특례를

세의 과세가격

설정하려는 것임.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
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 정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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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
수출물품제조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ㆍ내국소비세등의 사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3

한 특례법
*

제정

1974. 12.12
* 정부발의

:

전면세 및 사후관리에 따른 번
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산
원자재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자 수출물품제조용 수입원재료
에 대하여 관세법ㆍ내국소비세
법 등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려
는 것임.

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
가세(臨時輸入附加稅), 개별소
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
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
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
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
세법」, 「주세법」,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70 -

조문의 총수 : 24조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
세등의 징수
제6조 담보의 제공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제11조 평균세액증명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3조 정액환급률표
제14조 환급신청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제17조 환급의 제한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무

조문의 총수 : 147조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조세특례제한
4

법
*

제정

1965. 12.20
* 정부발의

: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제5장의2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

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

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

로 한다.

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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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23조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체약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을 위
한
5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정

2005.12.31
* 정부발의

:

산지조사절차,

체약상대국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
내법 체계로 수용하고 자유무
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와 싱
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
역협정을 비롯하여 향후 체결
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약
상대국과의

교역활동을

제4조 협정관세

물품에

적극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

제5조의2 덤핑방지관세ㆍ상계

국과

관세 협의 등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제6조 긴급관세조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

제6조의2 대항조치

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

제7조 잠정긴급관세조치

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

제9조 원산지결정기준

정에

제10조 협정관세의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무
적용신청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

등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

제11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

유무역협정의

정 통보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목적으로 한다.

보관 및 제출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지원하려는 것임.

제13조의2 원산지에 관한 체
약상대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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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
유재산특례는
허용되어야

필요최소한으로
함에도

조문의 총수 : 12조

불구하고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가 과다

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6

국유재산특례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으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제한법

므로, 이 법 또는 「국유재산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법」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

2011. 3.30

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

* 정부발의

제한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요

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

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에 관한 심사
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
검ㆍ평가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의 수립
제9조 운용실적의 보고
제10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서의 작성

인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

제11조 양여의 용도 제한

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

제12조 권한의 위임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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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3)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법의 하나로써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는바, 이 공채는 대부분 해
외교민 및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을 대상으로 발매되었으며, 이에는
"조국이 광복되고 독립을 승인받은

1

독립공채상환

후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할 것을 대

에 관한 특별

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보증한다

조치법

"고 기재되어 있으나 1948년 우리

*

제정

:

정부가 수립되고 장장 35년이 경과

1983. 12.29

되었으나, 동 공채의 상환요청을 받

* 의원발의

은 정부는 근거법이 없어 이를 상환

조문의 총수 : 5조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관

제1조 목적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정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고
제4조 상환
제6조 벌칙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3ㆍ1
운동이후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발행
된 임시정부 명의의 공채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을 마련하여 전국민의 독립애국정
신을 발양하고 정부의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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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5. 고용노동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최근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
조문의 총수 : 19조

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
동화현상

1

등으로

청년실업이

청년고용촉진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

특별법

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

*

제정

:

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

2004. 3.5

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 의원발의

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
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
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
전과

사회안정에

목적으로 한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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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무

2)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고용보험과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또는
조문의 총수 : 9조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 비율

1

이 현저히 낮은 상시 9명 이하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

의 소규모 사업ㆍ사업장의 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제1조 목적

고용보험ㆍ산업

업주에 대하여 2009년 7월 31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제3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일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

성립신고와

수의 산정 등

보험관계

성립

하여 고시하는 특별신고기간에

따른

신고 등의 촉진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제5조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을 위한 특별조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와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치법

일정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이

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따른 지원의 제한 등

행한 경우에는 종전에 체납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제7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2009. 1.7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

대한 특례

* 정부발의

보험료ㆍ부담금과

따른

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가산금ㆍ연체금 그리고 과태료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면제와의 조정

의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향후

로 한다.

제9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

*

제정

:

그에

「고용보험법」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제4조 특별신고기간

수 면제의 배제

보험료 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
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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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6. 농림수산식품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소
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지역 개발
1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04. 3.5
* 의원발의

: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

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

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

림어업인의

본법」에

어려움이

가중될

따라

농어업인등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

는 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삶의

으로 한다.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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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47조
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6장 보칙

자 유무 역 협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합가
능
자 유무 역 협 정
에 따른 농업
인에 대한 지
원에 관한 사
항임.

조문의 총수 : 23조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
원칙
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의 수립

2

자유 무 역 협정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

제7조

체결에

따른

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지급기준

농어업인 등의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

제8조

지원에

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

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산출방법

고와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

제9조 폐업 지원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

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

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

하려는 것임.

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

원

적으로 한다.

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

관한

특별법
*

제정

2004. 3.22
* 의원발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공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기금의 설치
제19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제20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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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통합가
능
자 유무 역 협 정
에 따른 농업
인에 대한 지
원에 관한 사
항임.

농림부에서 농지목적으로 간척
사업을 진행하여 온 새만금지
역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의 중
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
조문의 총수 : 54조

할 수 있는 산업의 요람으로서
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

제1장 총칙

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

3

이

새만금사업 촉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진을 위한 특

지역에 대하여 농업용지ㆍ산업

업ㆍ산업ㆍ관광ㆍ환경 및 물류

관리

별법

용지 및 관광용지 등 용도별로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

제4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

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으

제5장 새만금사업지역의 유지

로 개발하도록 하고,

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

관리

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6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

한다.

업의 투자여건 개선

*

제정

2007. 12.27
* 의원발의

: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이

승인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맞게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제7장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것으로 간주하며, 새만금지역

운영 등

의

제8장 벌칙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만금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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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13조

제5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

4

허베이 스피리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

트호 유류오염

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

사고 피해주민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

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

의 지원 및 해

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양환경의 복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

등에 관한 특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

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별법

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

주민들의

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

*

제정

2008. 3.14
* 의원발의

:

재기와

으로 한다.

피해지역
해양환경의

원회
제6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 피해주민단체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의 지정 등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의3 유류오염사고로 인
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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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동일한
사고
또

발생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으로

선급금

지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유
류 오 염손 해 배
상 보장법에
규정하여
합.

통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조문의 총수 : 33조

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업 생 산 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5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09. 6.9
* 의원발의

:

소규모의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

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

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

고용 및 농외소득의 증대는 물

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

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및

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용계획

수립으로

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

제1장 총칙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
사업의 시행 등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6장 보칙

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

제7장 벌칙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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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1조
제3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4조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
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
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증가와

1

농어업인 부채

환율상승 등 외환위기로 인한

경감에

농수산기자재 가격의 상승 및

관한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라

특별조치법
*

제정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2001. 1.8

의

금융부담을

* 의원발의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완화함으로써
도모하려는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
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
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
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4조의3 2001년 상호금융 지
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4 2004년 상호금융 추
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5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5조의2

것임

농수산업경영회생자

금의 지원
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7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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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3) 특별법 성질을 갖는 입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곤충의

유용성을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
목을 받고 있으며, 그 범위와

조문의 총수 : 17조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음. 이
에 따라 선진국들은 곤충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많

1

곤충산업의 육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

성 및 지원에

에 반하여 국내 곤충산업은 산

관한 법률

업으로서의 인식과 국가적 지

* 제정 :
2010. 2.4
* 의원발의

원이 부족하여 아직 초기 단계
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ㆍ개
발 또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
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곤충산
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의 촉진

기능성 양잠산

제9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
출의 촉진

원에 관한 법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격 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2조

한다.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업 사업수행

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

제14조 재정 및 기술지원 등

로 정착함과 아울러 개방화 시
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
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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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 지원내용
이 유사하므로
통합 가능

곤충산업에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

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

업 육성 및 지

조문의 총수 : 17조
기능성

2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기능성 양잠산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

양잠산업의

업 육성 및 지

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

제6조 실태조사 등

원에 관한 법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률

립,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

양잠업무 수행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ㆍ발전시켜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2010. 8.5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

제9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 의원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

*

제정

:

지속적인

농가소득

성장과

증대를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리 등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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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내용의
유사하므로
통합가능

7. 문화체육관광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
결 및 신분제도의 타파와 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1

관한 특별법
*

제정

:

2004. 3.5

권회복을 위하여 일어난 근대
민족운동으로서 반봉건ㆍ반외
세ㆍ항일무장투쟁의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
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 의원발의

선구적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
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
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
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
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4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제5조 유족 등록
제6조 사실조사
제7조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8조 기념사업

지역신문발전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지원 특별법

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제3조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

2004. 3.22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

장

* 의원발의

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제정

:

무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것임.

2

조문의 총수 :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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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20조
무

의 책무
제5조 지역신문의 책무

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여건

제6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

획 수립

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제7조

있으므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여론의

다원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민주주의의

제11조 회의 등

실현 및 지역사회균형발전에

제12조 자료제출 협조 등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7조 공표 및 결과보고서

조문의 총수 : 28조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3

관한

특별법
*

제정

2004. 3.5
* 의원발의

:

지속되었던 고도(古都)는 과
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寶
庫)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
을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환
경의 포괄적 보호ㆍ전승에 어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
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
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
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

위원회
제5조의2

고도보존육성지역
무

심의위원회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의 수립 등
제8조의2

고도보존육성시행

려움이 있는바, 고도의 역사

계획의 수립 등

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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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구의 지정 등
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

제한

게 역사ㆍ문화적 자산을 향유

제11조의2 「문화재보호법」

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

용관계

화의 창달을 도모하려는 것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

임.

한 취득 등
제18조 이주대책

2018년
및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조문의 총수 : 92조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평창

다른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

동계올림픽대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

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동계올림픽대

이루어지도록

회 지원 등에

설립하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관한 특별법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2018

4

*

제정

:

조직위원회를

보장함은 물론 기념주화 발

2012. 1.26

행, 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

* 의원발의

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1장 총칙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제2장 조직위원회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

및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정ㆍ운영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
육교류 등
제7장 보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제8장 벌칙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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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
성 국제행사로 끝나지 아니하
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과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개발
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균
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
며,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각종
특례, 허가 등의 의제, 비용
지원, 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을 세계적인 관광ㆍ문화ㆍ스
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

5

관광숙박시설

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확충을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위한

관광호텔 건립절차를 간소화

특별법
*

제정

:

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

2012. 1.26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일일생

* 정부발의

활권의 환황해권에 잠재된 고
급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서울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
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확
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
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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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18조
제6조 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9조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제10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무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

제1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족문제를 해소하는 등 외래관

에 관한 특례

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제13조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

관한 특례

성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경

제14조 자금지원 등

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제15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

지원

는 것임.

제16조 관광숙박대책위원회

부설주차장

공동

설치에

관리ㆍ운영의

조문의 총수 : 54조
광주지역에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

6

아시아문화중

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

심도시

조성

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

에 관한 특별

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법

문화중심도시 및 미래형문화

*

제정

: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2006. 9.27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의원발의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
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
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
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
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
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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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무

8. 법무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아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조약 제4조에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시설과

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
법
*

제정

1967. 3.3
* 정부발의

:

조문의 총수 : 5조

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

구역 및 대한
1

비고

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간의 상호방위

민국에서의 합

주요내용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

메리카합중국

의한

제정목적

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

제1조 목적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문을 생략합니다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

제3조 적용 예외

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증원

제4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군대)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

청구

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제5조 소송의 지원 등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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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12조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
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하여

교도작업의 운
영 및 특별회
2

계에 관한 법
률
*

제정

:

2008. 12.11
* 정부발의

3

교도작업의 운영과 특별회계

제4조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

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매

써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

제6조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화를 도모하는 한편,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제7조 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

교도작업에 대한 민간기업

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

매

의 참여 규정과 교도작업으로

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

제8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

으로 한다.

치ㆍ운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

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운영하려는 것임.

입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

5 ㆍ 1 8 민 주화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

운동 등에 관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한 공

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

한 특별법

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

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1995. 12.21

바로 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

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 의원발의

며,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

*

제정

:

함.

민족정기를

함양하고자

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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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12조
제1조 목적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 특별재심
제5조 기념사업
제6조 배상 의제
제7조 상훈 박탈

무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
한 법률, 5⋅
18민주유공
자예우에

관

한 법률 등과
통합가능

조문의 총수 : 7조
등기업무관련수입을 재원으로
등기특별회계
4

법
*

제정

:

1993. 6.11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등
기소의 신설과 노후등기소의
개축, 등기사무의 전산화등 등
기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등기
업무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 정부발의

해소하려는 것임.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관리
무

제3조 세입과 세출
제3조의2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제6조의2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
친일반민족행
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
5

한 특별법
*

제정

2005. 12.29
* 의원발의

:

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축재한 재산
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
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
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
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
현하려는 것임.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
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
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
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
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
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
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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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7조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제4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무

대한민국과 아
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문의 총수 : 6조

조약 제4조에
시설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

구역 및 대한

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1조 목적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제2조 위증 등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제3조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

협력

협정의 시행에

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조 수사에 대한 협력

관한 형사특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

의한

민국에서의 합
6

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
문을 생략합니다.

력

법
*

제정

제6조 시행령

:

1967.3.3
* 정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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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
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조문의 총수 : 9조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7

제정

2008. 3.21
* 의원발의
* 원안 :
정부발의

:

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

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

제1조 목적

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ㆍ정

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

제2조 정의

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

제3조 보증의 방식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

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

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

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

정

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

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제5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

제6조 근보증

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

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제7조 보증기간 등

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로 한다.

제8조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특칙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
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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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 특례법
순번

법령명

몰수금품
처리에
1

등
관한

임시특례법
*

제정

:

1962. 11.6
* 의원발의

제정이유

제정목적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에 규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

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된 금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

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

속하고 유효ㆍ적절하게 처리

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4조
제1조 목적
제2조 몰수금품의 정의

무

제3조 몰수금품의 처리
제4조 시행령

법인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
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
록 하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등기사
항에 관한 특
2

례법
*

제정

1992. 11.30
* 의원발의

:

를 등기함으로써 임원이 특정
되므로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
니하도록 하고, 법인의 분사무
소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공시
하여야 할 사항만으로 제한하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조문의 총수 : 4조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
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조 목적

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제2조 임원의 등기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분사무소의 등기사항
제4조 대법원규칙

여 등기사무를 간소화함으로
써 불필요한 등기부담을 해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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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

부패재산의 몰
수 및 회복에
3

관한 특례법
*

제정

:

2008. 3.28
* 정부발의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과

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

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환수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

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

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

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

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
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률

상고심절차에
4

관한 특례법
*

제정

1994. 7.27
* 의원발의

: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
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내
지 람상고가 행하여짐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처리에 큰 부담

제1장 총칙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

무

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
한 특례 및 절차
제5장 보칙

조문의 총수 : 7조

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때
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조문의 총수 : 21조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

제1조 목적

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

제2조 적용 범위

로써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대법원이

법률심(法律

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

배제

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

제4조 심리의 불속행

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판결의 특례
제6조 특례의 제한

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이

의 준용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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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등은

소송절차적 문제로서 실체적
인 소송내용에 관계가 없고,
실질적인

6

당사자대등주의에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인지 첩부 및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첩

는

공탁

부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무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

인하여 소제기 또는 상소를

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손해를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

제1조 목적

1961. 12.13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제2조 인지 불첩부

* 의원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불공탁

조문의 총수 : 17조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제정

: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조문의 총수 : 3조
무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및 민
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
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
례를 정하려는 것임.

8

벌금 미납자의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

사회봉사 집행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

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

에 관한 특례

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

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

제3조 국가의 책무

법

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

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제4조 사회봉사의 신청

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제5조 사회봉사의 청구

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제6조 사회봉사 허가

*

제정

2009.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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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

제7조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로,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대한 통지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제8조 사회봉사의 신고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

* 의원발의

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

* 원안 :

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

정부발의

제9조 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제10조 사회봉사의 집행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제11조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
금 납입

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

제13조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

제14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

제15조 사회봉사의 종료

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제16조 즉시항고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가
족관계등록 창
설,

가족관계

등록부
9

정정

및 가족관계등
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제정

1967. 1.16
* 의원발의

:

조문의 총수 : 7조

재외국민 특히 재일교포중 약
10만명이라는 다수재외국민이
호적이 없는 무적자이며 한ㆍ
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그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본국은 국적을 확인하는 바
국적을 증빙할 호적이 구비되
어 있지 않아 영주권을 얻기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
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
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
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

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위한 법적지위취득에 지장을

제4조 첨부서류

받게 되므로 이러한 재외국민

제5조 신청서의 처리

을 구제하여 안정된 생활근거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198 -

무

등

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10

헌정질서 파괴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

범죄의 공소시

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효 등에 관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특례법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

*

제정

:

대하여

제7조 비용 부담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
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

조문의 총수 : 4조

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

제1조 목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2조 정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조문의 총수 : 26조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

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제1장 총칙

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소송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를 규정

다.

제5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조문의 총수 : 51조

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

1995. 12.21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

* 의원발의

고자 함.

무

각종소송을 더욱 능률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11

관한 특례법
*

제정

:

1981. 1.29
* 의원발의

13

하려는 것임.

불법정치자금

정치인 및 그가 가입한 정당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의

이 불법으로 수령한 정치자금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또는 뇌물을 몰수ㆍ추징함으

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로써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정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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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

에 관한 특례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

데 기여하려는 것임.

2005. 8.4

로 한다.

* 의원발의

의 특례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제5장 보전절차

최근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

조문의 총수 : 78조

고 있고 국제화ㆍ광역화ㆍ조
직화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14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마약사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

범의 효율적 진압을 위한 국

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

마약류 불법거

제공조의 기틀이 되고 있는

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래 방지에 관

´88유엔마약협약에

가입하기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한 특례법

위하여 영리목적의 마약류범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

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범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1995. 12.6

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등

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 정부발의

을 철저히 추적ㆍ환수하기 위

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의 몰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

수ㆍ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한

적으로 한다.

*

제정

:

국제공조절차 등을 마련하려

제1장 총칙
제2장 입국 절차 및 상륙 절
차 등의 특례
제3장 벌칙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
의 특례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제6장 보전 절차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
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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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부재선고에 관
한 특별조치법
1

*

제정

1967. 1.16
* 의원발의
* 원안 :
정부발의

:

제정이유

제정목적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

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

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이남의

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

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

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및 이중호적의 정리에 관한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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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4조
제3조 부재선고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제6조 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제7조 부재선고의 청구
제8조 공시최고
제9조 준용규정
제10조 부재선고 등의 신고

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부동산투기의 수
단으로 이용되는 허위ㆍ부실
부동산등기 특
2

별조치법
*

제정

1990. 8.1
* 정부발의

:

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
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
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ㆍ탈
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
으로써, 등기부기재와 거래의
실제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조문의 총수 : 11조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

의무

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 특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

금지

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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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복지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22조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생
산품
1

우선구

매 특별법
*

제정

2008. 3.21
* 의원발의

:

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
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
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
력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
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
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
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
립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

장애인복지법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과 수직적 체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계정당성에

선구매지원

위반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의 지정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의 지정 취소

- 203 -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첨단의료복합
단지 지정 및
2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2008. 3.28
* 정부발의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ㆍ종합

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

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

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ㆍ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

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어린이

식생

활안전관리
3

특별법
*

제정

2008. 3.21
* 의원발의

:

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
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
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
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
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제1장 총칙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
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장

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
회
제6장 보칙

조문의 총수 : 29조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
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

조문의 총수 : 32조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
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지정관리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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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
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

구축

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제7장 시정명령 등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

제8장 과태료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
을 위한 특별
법
4

*

제정

2004. 1.29
* 의원발의
* 원안 :
정부발의

: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확산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

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

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

로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이 예

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

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

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

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

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

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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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33조
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
획의 수립 등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
반조성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
진

무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이 막대
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
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
제약산업

육

성 및 지원에
5

관한 특별법
*

제정

2011. 3.30
* 의원발의

:

복하기 위하여 제약산업의 체
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
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
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조문의 총수 : 22조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제1장 총칙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

제2장

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

제3장

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인증 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

계획

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
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제약산업육성ㆍ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
원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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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
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및

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

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시에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의한 국외입양의 추진에 있어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

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

1976. 12.31

이 법에 흡수ㆍ규정함으로써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발의

당해 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

절차에
1

특례법
*

제정

:

비고

조문의 총수 : 45조

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

입양촉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3장 입양기관 및 중앙입
양원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

제6장 지도ㆍ감독 등

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

제7장 보칙

려는 것임.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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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문의 총수 : 13조
의학 및 치의학을 전공하는

2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

공중보건장학

고, 그들이 의사 또는 치과의

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

제3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

을 위한 특례

사의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

금액

법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

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

제4조 장학생의 지원

사하게 함으로써 무의촌해소

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제5조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

1976. 12.22

를 위한 의료요원을 확보하여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

금의 지급

* 정부발의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

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제6조의3 근무지역 또는 기

려는 것임.

으로 한다.

관의 변경

*

제정

:

제7조 장학금지급의 정지 또
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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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한

위

특별조치

법상의

공중

보건의사

및

진료 관련 내
용의

유사함

으로

통합가

능

3)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공중보건장학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1

한

위

특별조치

법
*

제정

:

1980. 12.31

농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

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

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

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

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

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

여하려는 것임.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정부발의

조문의 총수 : 26조

을 위한 특례
법상의

공중

제1장 총칙

보건의사

제2장 공중보건의사

진료 관련 내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

용의

유사함

으로

통합가

진료원
제4장 보칙

능

4)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
순번

1

법령명

제정이유

실종아동

등

매년 평균 3천여명의 실종아

의

및

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하고,

관한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

보호

지원에

되는 경우 가정의 해체 등 심

법률
*

제정

:

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

2005. 5.31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 의원발의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

제정목적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
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
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
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
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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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24조
제5조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6조 신고의무 등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
지

무

및

제7조의2 실종아동 등의 조
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

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

급

정해체에 따른 사회적ㆍ국가

제7조의3 실종아동 등의 지

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

제7조의4 지문등정보의 목적

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

외 이용제한

원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

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

구축ㆍ운영

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려

제8조의2 실종아동등 신고ㆍ

는 것임.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
축ㆍ운영

조문의 총수 : 11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2

률
*

제정

2011. 7.14
* 의원발의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모의
및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제7조 연도별 시ㆍ행계획의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

수립ㆍ시행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제8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설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가출ㆍ이혼ㆍ별거ㆍ질병

제10조

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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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빈곤예방위

무

조문의 총수 : 21조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
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

장애인ㆍ고
령자 등 주거
3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

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

으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

의 수립

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제7조 주거실태조사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

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

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

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0조

의 주거안정과 노인의 노후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

의무건설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

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준

2012. 2.22

고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하

다.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

* 의원발의

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

대사업자 지원

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대 조건 등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일정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임대주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택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건

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

설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약

의 의무

자용 주택으로의 개조 비용을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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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
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
등

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문의 총수 : 49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

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

제공하는

방문목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2011. 1.4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

* 정부발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4

관한

법률
*

제정

:

활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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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4장 활동지원기관
제5장 활동지원인력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무

조문의 총수 : 10조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
한센인피해사
건의

진상규

명 및 피해자
5

생활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제정

2007. 10.17
* 의원발의

:

과정에서 발생한 감금ㆍ폭행
ㆍ단종 등의 인권유린과 한센
인에 대한 학살사건 등 한센
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
인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제3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

명위원회

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

제4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

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

명실무위원회

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제6조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로 한다.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8조 기념사업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

제9조 의료지원금등

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10조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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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교통상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3조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무역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

에 관한 특별
1

법
*

제정

1995. 1.3
* 의원발의

:

질서의 규범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동 협정
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이
익을 확보하고 농업부문 등에
있어서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
소화하려는 것임.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
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
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
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
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제5조 민족내부거래
제6조 특별긴급관세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
입이익금의 용도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제9조 환경의 보호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제11조 국내지원정책의 시행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
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
원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
정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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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
조문의 총수 : 8조

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

2

고려인동포

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

합법적

에 거주하게 된 50여만 명의

체류

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들의

정착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

지원을

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

위한 특별법
*

제정

권익보호와

:

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
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책의 수립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6조 지원사업 등
제7조 관련단체의

2010. 4.28

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

등

* 의원발의

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제8조 업무의 위탁

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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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무

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
재외공관용

1

재산의

취득

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정

1963. 4.11
* 정부발의

: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

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

산과 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한

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賃

특례를 정함으로써 외국에 있

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

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

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
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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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7조
제3조 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제4조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
급
제5조 부동산의 취득
제6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
와 처분
제7조 권한의 위임

무

11. 지식경제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35조
제1장 총칙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운영에
1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

및

안의

관한

하고자하는

특별법
*

제정

2002. 12.30
* 정부발의

일환으로

:

추진하고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ㆍ생활
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
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
업의 시행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영활동 지원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
선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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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23조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

개

발 지원에 관
2

한 특별법
*

제정

:

1995. 12.29
* 정부발의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개발

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을 지원함으로써 동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지역주

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한다.

정
제4조 개발계획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의 수립
제11조의4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한시법
2018년까지
연장

제12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것임.

제13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3

조문의 총수 : 48조

국가균형발전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별법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

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

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2004. 1.16

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

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 의원발의

립ㆍ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

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 원안 : 정

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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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
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부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제5장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

계

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국가균
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문의 총수 : 32조

첨단의료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에
4

관한

특별법
*

제정

2008. 3.28
* 정부발의

: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ㆍ종합

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

성

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

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ㆍ

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

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

제5장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제1장 총칙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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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

연구개발특구

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

의 육성에 관
5

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한 특별법
*

제정

포함한

:

2005. 1.27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
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

* 의원발의

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
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
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
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
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의 총수 : 76조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
화

연구단지개발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관련 법과 통

제5장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합

생활 여건 개선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7장 특구의 관리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부의

6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특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

회계법
*

제정

1994. 3.24
* 정부발의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에너지 및 자
원사업

신경제

:

하기로 한 재정개혁계획에 따
라 현재의 석유사업기금등 에
너지 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
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
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의 총수 : 15조
제3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4조 계정의 구분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조 차입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설치하려는 것임.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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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비비
제12조 기업회계의 원칙

원자력발전 또는 질병의 진단
ㆍ치료 등 원자력의 이용과정
에서 발생하는 중ㆍ저준위방
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이 시급하나, 중ㆍ저준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

방사성폐기물

하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처분시설의
7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

유치지역지원

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ㆍ저

에 관한 특별

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법
*

제정

2005. 3.31
* 정부발의

:

설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ㆍ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지

조문의 총수 : 20조
이 법은 중ㆍ저준위(중ㆍ저준
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제1장 총칙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
제5장 보칙

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내용

제6장 벌칙

을 규정함으로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원
활한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
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221 -

무

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
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
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
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1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

관한

도록 하고, 동 단지의 조성ㆍ

특례법
*

제정

:

1998. 9.23

운영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자금ㆍ인력 및 세
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의원발의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
는 것임.

2

제정목적

주요내용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
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

조문의 총수 : 24조

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

제1장 총칙

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제6장 보칙

지역경제의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구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

정 및 운영

*

제정

2004. 3.22

:

특별법

조문의 총수 : 53조

국가균형발전과

규제특례법

연구단지개발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발전
대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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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무

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는 것임.

* 정부발의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운
우정사업

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우정

운

사업의 운영에 기업경영적 요

영에 관한 특
3

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정사

례법
*

제정

1996. 12.30
* 정부발의

:

업부문의 조직ㆍ인사 및 예산
등에 있어서의 정부조직법ㆍ
국가공무원법 및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려는

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

회 등
제5장 보칙

조문의 총수 : 23조

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

제1장 총칙

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

장

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
화를 위한 특례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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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창업,
규

및 영업등 기업의 활동단계별

제완화에

관

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행정

특별조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
써 기업활동의 탄력성과 융통

법
*

제정

:

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기

1993. 6.11

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함과

* 의원발의

아울러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55조

생산ㆍ제조

기업활동
한
1

공장건축,

제정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
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1장 총칙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을 목적으로 한다.

완화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려는 것임.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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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44조
디지털경제 및 지식정보사회

제1장 총칙

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우

2

부품ㆍ소재전

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문기업

등의

취약한 부문인 부품ㆍ소재 분

육성에

관한

야의 발전을 위하여 부품ㆍ소
재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

특별조치법
*

제정

:

품ㆍ소재분야의 기술력을 갖

2001. 2.3

추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

* 정부발의

써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2장
이 법은 부품ㆍ소재 및 그

부품ㆍ소재발전기본계

획의 수립 등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제3장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조성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육성 등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

제4장 부품ㆍ소재기술의 개발

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및 사업화

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신뢰성 향상기반의 구
축 등

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제6장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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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안전부

1) 특별법
순번

1

법령명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35조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일제강점하 반

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하여진

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

민족행위 진상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

제3조

규명에

정부차원에서 규명하여 역사의

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

명위원회의 설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한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2004. 3.22

삼음으로써 항구적인 자주민주

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

이의신청

* 의원발의

국가의

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제26조 사료의 편찬

것임.

로 한다.

제30조 사료관 건립

지방분권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조문의 총수 : 22조

에 관한 특별

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

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법

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

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

제1장 총칙

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국가운영체제를

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

제3장

관한

특별법
*

2

제정이유

*

제정

제정

2004.1. 16

:

: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구축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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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

지방분권추진기구

무

무

및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 의원발의

분권추진에 필요함 국가의 책

* 원안 :

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정부발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
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과
제를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

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촉
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추진절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
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
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의 총수 : 14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
3

복에 관한 특
별법
*

제정

2000. 1.12

:

제3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

하고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

제4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회복시켜줌으로서 인권신장 및

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

제8조의2 제주4ㆍ3 관련 재단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기하려

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

에의 출연

는 것임.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원금

* 의원발의

제10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13조 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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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정당

성에 위배됨
으로 통합가
능
거 창 사 건 ,
노근리사건의
특별법과 통
합가능

조문의 총수 : 13조
1950년 7월중 충청북도 영동
노근리사건 희
생자 심사 및
4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

제정

:

2004. 3.5

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
인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
생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
의 명예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및 국제
선린관계에

* 의원발의

이바지하려는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

제6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화합에

제7조 불이익처우 금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8조 위령사업

한다.

제9조 의료지원금

것

제10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임.

제11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수평적 정당
성에 위배됨
으로 통합가
능
거 창 사 건 ,
제주4.3사건
의 특별법과
통합가능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5

관한

특별법
*

제정

2010. 10.1
* 의원발의

: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

이 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

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

것으로서 그 동안의 교통ㆍ통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

신ㆍ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

주민의

생활ㆍ문화ㆍ경제권의

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불편을 심화시키고, 다단계 행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

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예산ㆍ인력ㆍ시간적 낭비를 초

다.

조문의 총수 : 40조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추
진위원회 등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범위
제4장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

래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
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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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량과 격차를 심화시키
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고비용ㆍ저효율ㆍ다층구

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
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
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

임.

6

조문의 총수 : 36조

간접비용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

주한미군기지가

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

등 지원 특별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법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2006. 3.3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처분

* 의원발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 원안 :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주한미군 공여

국가안보를

구역주변지역

부담하여

*

제정

:

위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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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
한 특례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하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

목적으로 한다.

정ㆍ개발

려는 것임.

정부발의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
정 등

조문의 총수 : 43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
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상
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의
대일항쟁기 강
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
7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한 특별법
*

제정

2010. 3.22,
* 의원발의

:

진상조사기간

이 2010년 3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므로, 미처리된 강제동
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
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뒷받
침하기 위해 진상조사 업무를
일정 기간 계속 추진하고, 업
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
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

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
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
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
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
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4조 위로금
제5조 미수금 지원금
제6조 의료지원금
제7조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8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22조 신고 및 신청의 각하
제23조 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제24조 신고 및 신청의 기각
제25조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
판정 불능결정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

제26조 결정 등

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

제27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

제28조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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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
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

심의와 결정

이는 한편, 사할린에 강제동원

제29조 결정서 송달 및 재심

되었다가 해방 이후 구소련의

의

억류정책으로

제30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

귀국하지

못한

금등의 지급

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까
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포
함시킴으로써 위로금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8

조문의 총수 : 31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

제1장 총칙

접경지역 지원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

제2장

특별법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자연환

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

등

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

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제3장

2000. 1.21

며,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하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회 등의 설치

* 의원발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균형발전에

제4장 사업의 시행

것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

이바지하는

것을

수립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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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363조
제1장 총칙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

원회 등

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
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
9

성을 위한 특
별법
*

제정

2006. 2.21
* 정부발의

:

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

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
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
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
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
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
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
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
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
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
치 및 법적 지위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7장 자치인사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제9장 자치재정
제10장 교육자치
제11장 자치경찰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조성ㆍ발전시키려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는 것임.

에 관한 계획
제15장
지ㆍ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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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18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ㆍ백령도ㆍ대청도 등 서
해 5도 지역은 해상을 통해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특수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

립

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있으며, 현재 「접경지역지원
법」 등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안전한 주거환

10

서해 5도 지원

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특별법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

*

제정

:

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2010. 12.27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 의원발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
평도 포격 사건에서 드러났듯
이 주민 대피시설 및 육지로의
대피방안 부족으로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
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
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
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통하여

정비ㆍ확충을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등
제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
원
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
원금 지원
제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의 감면
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지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생업활

원 등

동이 장기간 저해될 우려가 있

제15조 교육지원

는 지역임.

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따라서 서해 5도 주민이 안
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

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

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

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부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

제18조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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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
조를 통해 서해 5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고,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
율 인상, 정원외 입학, 노후주
택 개량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
며,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서해 5도를 주민이 안전에 대
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
는 지역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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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17조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세종특별자치
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1

*

제정

2010. 12.27
* 의원발의
* 원안 :
정부발의

: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
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
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
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

원회의 설치

치함으로써

제9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

조치 등

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

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의 위탁 특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
한 특별지원

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제12조 재정 특례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3조 조직 특례
제16조 공직선거 특례
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준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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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인하여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
람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
임용결격공무
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
1

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정

1999. 8.31
* 의원발의

:

속 근무한 경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의 종
료당시의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실상 근무
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은 임
용결격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
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
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
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의 총수 : 8조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제5조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
례
제6조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제8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
명
제9조 퇴직보상금의 환수

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도
록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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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경상남도 창원
시 설치 및 지
원특례에 관한
2

법률
*

제정

2010. 3.12
* 의원발의
* 원안 :
정부발의

: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
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

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

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창

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상

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

제1조 목적

남도 창원시ㆍ마산시 및 진해

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제2조 설치 등

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에 창

주민생활의

제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원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

행정ㆍ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을 목적으로 한다.

편의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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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고

조문의 총수 : 3조

관한 특례

무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
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
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
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
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3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

지방세특례제

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

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한법

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

제1장 총칙

2010. 3.31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

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제2장 감면

* 정부발의

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

공평과세

제3장 보칙

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

목적으로 한다.

*

제정

:

실현에

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
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
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
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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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조문의 총수 : 99조
무

조문의 총수 : 4조

4

서울특별시 행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동법

정특례에 관한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

법률

하여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

*

제정

1991. 5.31

:

려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이

법은

174조에

「지방자치법」
따라

제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특

제2조 지위

례 규정을 두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

어 통합

례
제5조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

* 정부발의

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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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거창사건 등 공비토벌을 이유
로 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조문의 총수 : 8조

희생된 주민과 그 유족의 명예
거창사건등관
련자의명예회
복에관한특별
1

조치법
*

제정

1996. 1.5
* 의원발의

:

회복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
원장으로 하는 거창사건 등 관
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고, 사건당시 호적
부의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
된 자는 동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호적에 등재할 수 있도록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

제1조 목적

수평적 정당

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제2조 정의

성에 위배됨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

제3조

으로

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

회복심의위원회

능

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제4조

노근리사건,

적으로 한다.

회복실무위원회

제주4.3사건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의 특별법과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통합가능

하며, 정부는 유족이 추진하는
합동묘역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

제7조 유족의 등록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제8조 재정지원등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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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가

현재 이북5도에는 각각 도지

조문의 총수 : 8조

사와 사무국장을 두고 있으나
이북5도에

관

한 특별조치법
2

*

제정

1962. 1.20
* 정부발의

:

도지사는 설치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설치의

법적근거를

부여하여

대한민국의

이북5도에도

미치고

이 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

주권이

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

있다는

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의의를 살리고 월남동

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제4조 관장 사무
제5조 도지사
제6조 행정기구
제7조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포의 정신적 지주로 남는 동시

제8조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에 상호연락의 중심역할을 하

대한 지원

도록 하려는 것임.

- 241 -

무

13. 환경부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1

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

독도 등 도서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

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

지역의 생태계

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조

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에

사를 실시하고, 특정도서 안에

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행

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엄격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1997. 12.13

히 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국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 의원발의

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자

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로 한다.

특별법
*

제정

:

비고

조문의 총수 : 17조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

관한

주요내용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의2 도서조사원
제6조의3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행위제한
제9조 허가
제10조 출입금지 등

하려는 것임.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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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조문의 총수 : 26조

세

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

2012세계자연
보전총회 지원
2

특별법
*

제정

2010. 5.17
* 의원발의

:

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제4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을 논의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제5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4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회의

제6조 보전총회 관련 사업 지

로서 ‘세계 환경올림픽’으로 불

원 등

리고 있음.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제

제7조 민간추진운동 지원

2012년에 개최되는 제5차 세

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제8조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국제적

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특별자

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제9조 기금의 설치 등

개최시(박람

치도에 유치됨에 따라 이의 성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생태계의

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

회,

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

가치를 일깨워 이의 보전을 도

제

등) 지원법 제

적인 지원이 필요함.

모하고, 국제 환경협력의 강화

제11조 보전총회 참가 외국인

정

이에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등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의 입국

경기대회 지원

적인 개최로 국민의 일상생활

의 가치를 세계가 공유하여 지

제12조 수익사업

법의 통합사례

속에 녹색생활의 내재화, 국제

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13조 기념주화의 판매

참조)

환경협력의

으로 한다.

제14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강화를

도모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제15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위하여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20조 지원위원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행정적

제21조 보전총회 휘장 등의 사

ㆍ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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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엑스포

필요(국제

조문의 총수 : 46조

현행

3

대기환경보전법에

제1장 총칙

의한

수도권 대기환

제도만으로는 심각하게 오염된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

경개선에 관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

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

특별법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

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대기오

진하고,

2003. 12.31

염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 의원발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

* 원안 : 정

등

대기환경을

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

부발의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

제정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원(大氣汚染

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2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
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
리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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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 특례법의 성질을 갖는 입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금강 및 그 인근의 만경강.동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
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

조문의 총수 : 43조

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
1

한 법률
*

제정

2002. 1.14
* 정부발의

:

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
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
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며, 지방자
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
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
인 수질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금

이 법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추진하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4대강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
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
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
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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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리 강화

제6장

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

물관리

률로 통합가능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에 한계가 있고, 중.상류지역의
오염원 입지와 관련하여 상.하류

2

조문의 총수 : 46조

낙동강수계

지역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물관리

및

등 수질관리여건이 갈수록 어려워

주민지원 등

지고 있음에 따라 하천인접지역에

이 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에 관한 법

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강화하

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

등

률

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등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하

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2002. 1.14

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

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

강화

* 의원발의

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 원안 : 정

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

부발의

함은 물론, 낙동강수계로부터 물

진

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제정

:

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
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
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
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
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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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및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통합가능

영산강.섬진강 및 그 인근의 탐
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
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
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
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조문의 총수 : 43조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

3

영산강ㆍ섬진

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강수계 물관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

리 및 주민

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

지원

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

등에

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

관한 법률
*

제정

:

며, 지방지치단체별로 오염총량

2002. 1.14

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

* 정부발의

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
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
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
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
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

를 도모함은 물론, 동 수계로부

진

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
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
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
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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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및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통합가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인근지역에

위하여
오염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
지원
4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1999. 2.8
* 의원발의

:

설정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구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
량관리제도를 실시하는 등 효

한강수계

상수원을

과적인 상수원관리를 도모하는

관리하고

상수원

한편,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

수질개선

및

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

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다.

조문의 총수 : 32조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상ㆍ하
협력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의 설치ㆍ운영비 및 주민지원
류지역간에

적절하게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
임.

- 248 -

4대강
및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통합가능

14. 국가보훈처

1)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0조

1

1961년 7월 5일 이전에 국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

가가

사용

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제3조 원호재산의 증여

원호재산특별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

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

제4조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

처리법

산이나 귀속재산을 그 사용

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

의 변제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대

가된

제5조 증여절차

1963. 7.26

상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

제6조 매매등의 금지

* 정부발의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도

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제7조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록 하려는 것임.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

표시

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체납대부료 등의 면제

*

제정

:

원호대상자에게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제9조 조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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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15. 경찰청

1)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주요내용
조문의 총수 : 31조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

*

제정

:

1961. 11.1
* 의원발의
* 원안 : 정부
발의

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

제1장 총칙

사행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장 사행행위영업

복표발행ㆍ현상 등의 정의를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

명백히 하며, 허가ㆍ감독ㆍ벌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

매 등

칙 등을 현 실정에 부합하도

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

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投錢機)나

감독 등

性)

사행성(射倖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 단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

체

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6장 보칙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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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6. 산림청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

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

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

제1장 총칙

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

제2장 방제

토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

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제3장 벌칙

는 것임.

목적으로 한다.

통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

선

이북지역

지에는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

의

산지관리

되거나 제한되어 이 지역 고

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

제1장 총칙

에 관한 특별

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

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법

성되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및 이용

큰 특수지역임에도 생태적 가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치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한 특례

병

방제특별

법
*

제정

:

2005. 5.31
* 의원발의

민간인

2

주요내용

피해를

소나무재선충

1

제정목적

*

제정

2011. 4.4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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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조문의 총수 : 19조
무

조문의 총수 : 32조

무

용이 이루어지고, 무단 형질
변경으로 산지생태의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지생태가 우수
한 지역은 보전하고 산지전용

* 의원발의

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적ㆍ생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태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도록

및 주민 지원 등

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도

제5장 보칙

록 산지관리제도를 개선함으

제6장 벌칙

로써 산지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
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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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방재청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최근 사회ㆍ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
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1

다중이용업소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

의

안전관리

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에 관한 특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법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

*

제정

:

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

2006. 3.24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 정부발의

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
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

조문의 총수 : 26조

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

제1장 총칙

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

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

관리기본계획 등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
리를 위한 기반조성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

제5장 보칙

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6장 벌칙

으로 한다.

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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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등에 따라 태풍
ㆍ집중호우
재해위험

개

선사업 및 이
2

주대책에

관

한 특별법
*

제정

:

2007. 8.3

등이

빈발하고

급격한 도시화ㆍ산업화로 인
하여 그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으므로 재해의 근원
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
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 의원발의

조문의 총수 : 39조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
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제1장 총칙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

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구의 지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

행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제5장 보칙

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제6장 벌칙

건축물의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

초고층 및 지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

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

하연계

복합

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

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

건축물

재난

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

난의

관리에

관한

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제1장 총칙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

제2장 예방 및 대비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

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2011. 3.8

방 교육ㆍ홍보ㆍ훈련과 이에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

제4장 보칙

* 의원발의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전에

제5장 벌칙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

한다.

거대하고

특별법
*

제정

:

복잡한

방재시스템을

무

예방ㆍ대비ㆍ대응

이바지함을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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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35조

및

목적으로

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
축물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
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55 -

18. 중소기업청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영
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

1

중소기업 사업

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

전환

해서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촉진에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등 정책

관한 특별법
*

제정

:

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2006. 3.3

있는 구조조정 지원체체를 구

* 의원발의

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의 총수 : 34조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
축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무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

지원사업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제6장 보칙

위한

하려는 것임.

및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점가 육성을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위한 특별법

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정비를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

2004. 10.22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

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 의원발의

업이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전통시장
2

*

제정

: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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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총수 : 74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
원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

무

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
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
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
진흥원

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
성ㆍ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

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
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

조문의 총수 : 38조

최근 청년ㆍ고령자ㆍ여성 등

3

취업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중소기업 인력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지원 특별법

낮은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열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

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2003. 9.29

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중소

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 의원발의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

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

마련하려는 것임.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
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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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 특별조치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6조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1

법
*

제정

:

1997. 4.10
* 의원발의

획 수립

우리나라 소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바, 소기업의 활동을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약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

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

제7조

고,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

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수립

등에 관한 법

활동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의

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

제8조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률 국회 계류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어음보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중

험계정을 설치하려는 것임.

적으로 한다.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소상공인지원

제8조의3 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제10조의2 소상공인육성시책
제10조의4 소상공인진흥원

2

조문의 총수 : 75조

벤처기업육성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

에 관한 특별

받침하여 온 대기업 중심의

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조치법

대규모생산방식으로는 경제활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동의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

제2장

1997. 8.28

전에 한계가 있어 기존 중소

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구축

* 의원발의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보칙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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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제1장 총칙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하여 금융ㆍ인력ㆍ기술ㆍ입
지등 생산요소들이 원활히 공
급될 수 있도록 관련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

제5장 벌칙

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
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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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화재청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조문의 총수 : 28조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古都)는 과

1

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寶

위원회

庫)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제5조의2

고도 보존 및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

심의위원회

육성에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

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을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환

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

의 수립 등

경의 포괄적 보호ㆍ전승에 어

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제8조의2

2004. 3.5

려움이 있는바, 고도의 역사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계획의 수립 등

* 의원발의

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

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의3 주민 재산권 보장

관한

특별법
*

제정

:

고도보존육성지역

고도보존육성시행

게 역사ㆍ문화적 자산을 향유

등

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제17조의4 지정지구의 주민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

우선 고용

화의 창달을 도모하려는 것

제18조 이주대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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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융위원회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조문의 총수 : 18조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1

관한

특별법
*

제정

2011. 3.29
* 의원발의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제4조 지급정지

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제5조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공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

소멸절차와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

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

후의 피해구제

을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

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

제12조

기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

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관계

임.

으로 한다.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피해금환급절차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제14조 수수료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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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2

특별법
*

제정

2000. 12.20
* 의원발의

:

조문의 총수 : 24조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

제1장 총칙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

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

제2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치 등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임.

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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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송통신위원회

1) 특별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아날로그 방송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화질과 음향 및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지상파

텔레

비전방송의
디지털
과
1

송의

전환

디지털방
활성화

에 관한 특별
법
*

제정

2008. 6.29
* 정부발의

:

는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위
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등에
조문의 총수 : 17조

의무적으로 지상파 디지털 튜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

너를 내장하도록 하고, 아날

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

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

제2장 디지털방송의 실시

을 정하며, 텔레비전 수신환

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

제3장

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

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위한 지원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4장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도록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

한다.

개선

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
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
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
자 권익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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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법원

1) 특례법
순번

법령명

제정이유

제정목적

주요내용

비고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률
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때

조문의 총수 : 7조

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고
상고 심 절 차에
관한 특례법
1

*

제정

1994. 7.27
* 의원발의

: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이 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

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내

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

지 상고가 행하여짐에 따라

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

대법원의 업무처리에 큰 부담

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

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로 한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
의 배제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5조 판결의 특례
제6조 특례의 제한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

의 준용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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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폐지
법률안 있음.

원격 영 상 재판
에 관한 특례
2

법
*

제정

1995. 12.6
* 정부발의

:

조문의 총수 : 8조

교통이 불편한 도서ㆍ산간벽
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
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서비스를 확충
하려는 것임.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

제4조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

제5조 원격영상재판의 장치

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제6조 변호권 등의 보장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녹화
제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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