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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약문>
요약문
국정과제 국민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법제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부처에 법제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하며
입안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부
처의 사업담당 부서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각 부처의
전문가들이고 각 부처의 정책내용이나 방향을 숙지하고 있으나, 법학을 전
공하지 않았거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법제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
어서, 법제의 전문성 •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 실제 각 부처 사업과의 입
안담당자들은 법령입안절차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
안을 입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해당 법률안의 법리적 문제점이나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법의 형식이나 체계 및 자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도 없다.
법률안의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들은 대체로 사후심사의 단계에서 거론되
고 있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러한 문제에 대해 수정 • 보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안에 대한 법
제처의 심사는 사후적이고,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법배경이나 정책방향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후적으로 법률안의 중요한 법리
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 특히 각 부처의 법제
담당자들은 다른 부처와의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
는데, 각 부처 사이의 의견대립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외부위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비록 외부위탁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 수탁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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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법률안뿐만 아니라 행정입법도 점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부 내
부의 심사나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형식의 선택, 과징
금의 부과기준이나 수준 등 규제의 강도 설정,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 위헌 • 위법인 법규명령의 피드백 등
이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헌법적 사안도 있어, 그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주요한 정부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을 위해서는 공공부
문이 주도하는 사전입법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입안과정에서 조기에 법리적
문제점과 법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해 주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의 선진화 •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입법주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법(Good Law)’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의에 적합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지
만,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통해 시대적 요구상황에 적합한 좋은 법률을 제정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령의 잦은
개정과 불필요한 법령의 제정 등으로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와서는 아니 된
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속입법을 피하고 신중한 입법을 통해
법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법령안이 전체적인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법령 그 자체의 체계가 완비되고 조항의 의미가 함축 새겨질 수 있도록 입
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입안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법제담당관과
법제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팀(Bill Team)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제처의 공무원들은 자구나 체계 등 해당 법률안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검토할 수 있고, 해당 법령안이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나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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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여부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업
내지 공동 작업은 입안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시켜 신속한 법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법리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법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각 부처는 부처이기주의에 천착하기보다 이러한 조언을 존
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리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심사보
다는 사전입안의 ‘지원’에 비중을 두면, 각 입안부처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저항감을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법제처는 사전입
안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사전입안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처의 조직을 단계적으로 개
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제지원단과 법령입안지원과는 매우 적은 인원으
로 조직되어 있어, 사전입안지원을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사전입
법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후의 적법성통제를 단계적으로 사전심사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직개편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입안과 심사
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전담하여 법률안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방안이
다. 둘째, 입안지원기능과 심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셋째, 현재 ‘법령
입안지원과’의 조직을 확대 • 강화하는 방안이다. 사견으로는 사전입법지원
제도의 독자성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전략의 기본방향을
현재의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이고 바람직하다. 나아가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
로 운영하면서, 심사부서와의 기능적 연계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헌법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법률안이나 행정입법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으로 헌법문제의 조사 • 연구를 위한 ‘헌법조사연구실’(가칭)을 법제처에 신
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파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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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을 지금의 심의관급에서 서기관이나 사무관 등의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
고, 단기연수과정이나 교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한계가 노정된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
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기보다 법제처에 ‘정부입법지원단’(가칭)을 설치하여, 각계
의 전문가를 분야별로 ‘정부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만,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부처에서도 입안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실질적으로 만들거나 현재
의 법무담당관을 확충하고,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선발하고 양성하여야 한다.
앞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나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적극적
으로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법제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단기연수
제도의 지속적인 활용, 주요선진국의 법제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정보교
환 등을 통해 법제도의 선진화와 법제기술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더불
어 국내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과의 협력과 정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 밖에 온라인(Online)강좌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수시로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
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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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국정과제 및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화와 입법추
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전입법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
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법제도 선진화’의 방안으로 입안단계에
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문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부칙의 경과
규정이나 법안 내용의 법리적 문제점을 사전에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 •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
정과제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법률안을 각 부처의 입안단계부터 국회제출까
지의 정부입법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절차상의 조언과 자문, 그리
고 법적 검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이나 피드백(feedback)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제
기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 • 자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입
안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미 2011년부터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도입하
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11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입법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입법 관련 학회 등 수탁사업자에게 1년 단위로 10여개 법률
안의 입안 등 법적 자문을 위탁하였고, 2012년도에는 법제(입법) 전문가의
풀(pool)을 구성하여 자문방식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전문가 자문방식의
경우에는 법제처가 매개 역할을 하고 해당 자문내용을 관련 부처에 송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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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위탁사업방식과 법제전문가 자문방식
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사전입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해 법
제처가 직접 지원 • 실시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위탁방
식의 경우에는 법제(입법)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민간전문가에 의해 입안이
되고, 입안의 기술성 • 체계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법률
안의 입안을 법무법인(Law Firm)이나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우려가 있고, 입안
의 공정성 •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령 입안에 대한 사전적 지원서비스는 해당 법
령안의 입안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기에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으
며, 입안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과정에서도 입법절차
상의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의 법제화를 위한 입체
적인 법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입법지원 서비스는 입법시
스템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입안과 심사가 분리된
행정현실 속에서 각 부처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입법지원에 따른 법제처의 업무부담 가
중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인데, 사전입법지원제도의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제
처의 인원확대 및 조직개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종전에는 입안단계에서
민간전문가와 대형로펌 등이 참여하는 ‘외부화’가 이루어졌으나, 법령심사부
서인 법제처가 이를 사전입안단계에서 법령안을 심사하면서 입안에도 직접
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경우에 각 부처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는데, 각 부처의 입안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전입법지원을 할
수 있는

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업무영역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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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법제 컨설팅의 발전방안을 고찰하고, 법체계별 및 개정형식별 발전방
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사전적 법령입안지원제도의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제처의 개편전략으로 사전적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한 단계적
조직개편방안과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입법(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실천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국정과제나 정부의 정책을 신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법제(입법)전문가의 부족과 입법지원시
스템의 미흡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법률안의 경우
에는 고도의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어 입안 자체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묘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각 부처의 의견
이 대립 • 충돌하는 경우에는 입법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입법안
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통과율도 하
락하는 추세에 있다. 나아가 각 부처에서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행정부처의 입안
그 자체에 대한 업무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법령도 2천 건에 가깝게 공포되고 있으며, 근년에는
위임입법의 확대로 법규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훈령 • 고시 등 행정규칙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행정입법의 제정에 있어서 법률에 위배되거나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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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또는 그 권한을 넘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법치국가원리(특히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 등)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법리적인 문제점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전입법지원시스템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부처의 입법추진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적 입법지원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전략
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입법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
인 각 부처 및 법제처의 법제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보다 선진
화된 사전적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
교 • 고찰하여, 우리의 법제 환경에 적합한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Ⅱ. 연구의 범위
우선 제2장에서는 법령 등 입안절차의 체계와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전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입법 환경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이와 관련
하여 법률안과 법규명령 등 법체계별 입안절차의 내용과 특징을 면밀히 살
펴보도록 한다. 또한 법률안이나 법규명령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
으나, 행정규칙의 제정도 증가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 중에는 상
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또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데,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리적으
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입법례에 해당한다. 이
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기술적 • 전문적인 영역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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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에 준하여 내부적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사전적 입법지원
제도가 필요한 입법 환경을 분석하여, 사전입법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상세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부처의 입안권을 존중하면서 심사부서인
법제처가 사전에 입안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의 구체적 내용도 제안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각 부처에서 법령안을 입안
하는 환경과 여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
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장점과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
우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부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의 입법환경을 분석하여, 사전입법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검토하고, 사전입법
지원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고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2011년에
도입된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현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
로 효율적인 사전입법지원제도를 강구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주
요선진국의 입법례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는 법령
입안지원제도에 관한 주요선진국의 제도를 비교 •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영
국에서는 입안과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즉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 소속된 법제실(OPC;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1)은 대부분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초하고, 각 부처 상호간의 의견
을 조정하고 있다.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은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
를 모두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1) 이를 입법담당관실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300면) 또는 법제관실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58면) 등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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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담당하는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대
통령 입법계획의 조정, 대통령령(President’s Executive Orders)의 제정 및 조
정 등을 행하고 있다. 관리예산처에 소속된 법률자문관실(Office of General
Counsel), 법제실(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및 입법심사국(Legislative
Reference Division)에서는 법제에 관한 조언과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의 행정각부에서 법령 등을 입안하며, 연방법무부
(Bundesministerium des Justiz)가 법제업무를 총괄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법영역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
으며,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內閣
局에서 각

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헌법해석의 기능이 보장

되어 있고 부처별로 구분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일본 내각법
제국에서는 예비심사의 기능이 강하고,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내각법제국에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는 내각사무
처의 법제실이 법령안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수행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법령안에 대해 전문
적인 사후심사를 한다. 국참사원은 법제에 관한 자문기능을 함과 동시에, 행
정부에 소속되어 행정소송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입안과 심
사기구의 특징을 비교 • 검토하여, 우리의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분야별, 법체계별 그리고 개정형식별로 구별하여 사전입법지
원제도의 발전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안의 입안에 있어서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법제 컨설팅 영역은 서로 구분되며, 특히 민간부문의 법제
컨설팅에는 그 업무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구별하여, 분야별 법제 컨설팅의 발전방안을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안과 법규명령(대통령령 • 부령) 사이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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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중요도 및 특성에 비추어 사전
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법률안을 제정하
거나 전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을 준 반면, 일부개정의 경우에
는 주로 법제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개정 형식
별로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위탁방식
에 수반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다. 그 밖에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
와 법제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팀(bill team)
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모든 법률안에 대해 팀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제5장에서는 사전입법지원제도의 기능 확대 내지 활성화를 위한 개편전략
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적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한 방안
을 검토하고, 타 부처 및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제처와 각 부처의 조
직개편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제지원단(특히 법령
입안지원과)의 조직과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한 법제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법제지원단은 14명의 인원으로 의원입법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
는 형편이며, 법제지원단 산하의 법령입안지원과도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
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의 법제지원단이나 법령입안지원과를 대폭 확대하지 않는 한, 지금의 조직
과 인원만으로는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장
기적으로 입안지원기능과 심사기능을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입안지원기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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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전입법지원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입법지원이 성
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전입법지원은 사실상 ‘예비심사’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므로 입안지원기능을 단계적으로 심사기능에 통합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안지원과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중심사를 차
단하고, 사전입안단계에서 법리적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신속한 법
제화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사전입법지원으로 인해 이
중심사의 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해당 법률안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
는데, 국민의 인권고양으로 인하여 헌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정
부 내에서도 헌법해석의 권한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 연구하는 헌법조사연구실(가
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령안의 입안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법제 컨설팅이 필요하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입법지원단’과 같이, 법제처 내
에서 정부입법지원단을 신설하여 외부의 법제전문가의 풀을 구성하여 운영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법령입안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법
제(입법)전문가의 확보와 양성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변호사, 법학교
수 및 퇴직공무원 등 외부의 법제(입법)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법제처에 확보하여
법제처 직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부처에
서도 법령안의 입안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지식을
가지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법제전문가로 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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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각 부처의 법제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부 내에
법제(입법)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제처 직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법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조직 개편과 법제심사 시스템의 사전 전환으로 인한
각 부처의 입안권한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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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 법령 등의 입법절차 및 사전적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Ⅰ. 법령 등 입법절차의 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
1. 입안과정의 의의 및 특징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입안’이라 함은 국가의 정책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
를 구비하여 법률안으로 만드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은 입안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廣 의 입안은 “입법의 정책
결정(policy making)과 이에 따라 법률안을 기초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의 입안은 “이미 수립된 정책결정에 따라 법

률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2) 즉 광의의 입안개념은 정책
결정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협의의 입안개념은 정책결정을 제외한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3) 그러나 입안은 정책결정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고,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입안은 단순히 법률안 초안의 작성
이라는 기술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정책결정과 분리되기 어려
운 경우도 있다. 실제 입안은 법률안 초안의 작성이라는 단절된 ‘행위’가 아
니라, 정책이나 아이디어(idea)를 법률안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나 ‘절
차’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혹자는 법령의 입안을 “국민과 행정기관의
규범적인 지속적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2)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2, 118면.
3)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법령입안 심사기준 에는 정책결정 그 자체를 법령안 입안 심사의
전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의 입안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법제
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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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 있는데,4) 입안의 과정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입안은 ‘입법’과 서로 구별된다. 우선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입법’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식을 가진 규범의 정립을 말하고, 실질
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규범, 즉 법규의 정립을 말하는 것”5)으
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같이

規(Rechtssatz) 개념

은 종종 혼란을 주고 있다. 법규개념은 법규범(Rechtsnorm)과 함께 이해하여
야 한다. 일찍이 Richard Thoma는 법규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때문에 중요한
國

을

이 결실없는 논쟁으로 흘러감을 지적하였고, F. Ossenbühl은 법규개념
•

慣

規槪念과

規槪念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

한 법률유보에 대한 고찰은 먼저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개념이 역사적 상황
과 헌법구조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 관습적 법규개념
(historisch-konventioneller Rechtssatzbegriff)에서는 법률유보에 대한 고찰이 어
떠한 방식으로 법률개념이 역사적 상황과 헌법구조에 지향되어 있는지를 보
여주었다. 이와 같이 법률과 법을 동일시하는 입장은 법규를 “

의 자유

와 재산과 관련이 있고 이에 개입하는 規 ”로 보았고, 이러한 법규개념은
처음부터 넓은 법질서 이외의 영역을 남겨 놓았다. 여기에는 국가의 내부영
역과 시민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영조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규개념이 통
설적 의미의 법규 내지 좁은 의미의 법규개념이다. 또한 후기입헌주의 국법
학자들(spätkonstitutionelle Staatsrechtslehre)은 법규에 대한 중요한 표지가 “독
자적 의사의 영역 내지 권리주체들 사이의 한계설정”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국가는 마찬가지로 법이 침투할 수 없는 권리주체로서의 高權 의 주체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규개념에서는 행정내부로서의 국가내부질

4) 유병훈, 법령입안심사기준의 기본원칙 정립에 관한 연구 , 법제 제458호, 1996. 2, 63면.
그러한 이유에서 이 견해는 법률안은 입안을 실제적 정책의 전개를 위한 틀을 만드는 정
책형성과정 이라고 보고 있다(동인, 전게논문, 64면).
5)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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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독자적인 권리주체간의 한계설정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영역은 법
이외의 것으로서 취급되었다. 이러한 법규개념은 결국 법규와 법규범을 동
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설이 현재 국내통설의 입장이다.
規槪念(rechtstheoretischer Rechtssatzbegriff)은 19세기의 헌

한편,

법도그마틱에 의한 법규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법원론에 따라 등장한 이
론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인 Ossenbühl 교수는 법규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컨대 법규를 의미하는 Rechtsatz 중 ‘Satz’를 “전제
된 구성요건에 (주관적)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또는 일정한 구
성요건과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법규개념에 의하면, 지금까지 행정규칙이나 특별명령처럼 행정법
이나 또는 법원론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항상
(Nicht-Recht)으로 낙인찍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법이론적
법규개념은 內

•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6) 따라서 법이론적 법

규개념은 외부법규로서의 법규범보다 넓게 사용하고 있다.7)
법률안의 입안과정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영국 • 독일 • 일
본 등 의원내각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내각 또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
만, 대통령제국가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부인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
컨대 대표적인 대통령제국가인 미국에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
지 않고 있다.8) 그러나 현대행정의 복잡화 • 전문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국가
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하여 행정권의 강화와 확대는 필연적이다.
6) 다만
昶 교수는 행정규칙을 이러한 법이론적 법규개념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이론적 법규개념에 대한 오해이다.
7)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시기준에선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 을 법규로 이해하고 있
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법규개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
준, 4면).
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1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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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권의 전문화 • 기술화 현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국회만 입법권을
독점할 수도 없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의 입안에 정부가 사실상 관여하고 있으며, 때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9)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비록 의원내각제
국가이기는 하나, 근래에는 입법에 있어서 의회와 정부 사이의 협업이 강조
되는

(kooperative Rechtsetzung)10)이 강조되고 있다. 즉 법제정

은 의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입법부와 집행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법규명령의 제정과 같이 명령제정권에 있어서
에는 반드시 법률의 유보가 없더라도 집행부에

인 사항의 경우
인 법제정권이 있다는

것이다.11) 무엇보다 현대행정은 전문성 • 기술성을 요하는 입법이 적지 않은
데, 안전기술법, 환경법 등의 분야가 그러하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의 규범
제정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업무분배(분업) 또는 협력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12)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가진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국가임에도 건국헌법부터 계속해서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해 오고
있다.13)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의로 제출
9) 임종훈, 전게서, 122면 참조. 최근 미국에서는 학내 총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오바마
(Obama) 대통령은 총기규제법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호소하였으나, 그 수정안
이 2013년 4월 18일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특히 2012년 12월 14일 발생한 미국의 코
네티컷 주 샌디 훅(Sandy Hook)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고는 사망자가 초등학생, 교직원,
피의자의 부모와 피의자를 포함하여 총 28명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부결되어 논란
이 된 바 있다.
10) 예컨대 v. Bogdandy, Gubernative Rechtsetzung, 2000; Gunnar Folke Schuppert,
Governance und Rechtsetzung: Grundfragen einer modernen Regelungswissenschaft,
2011 등.
11)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Hoffmann-Riem/Schmidt-A mann/Vo kuhle(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 34 Rdn. 25.
12) 이에 대해서는 Hill,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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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헌법 제52조, 제89조 제3항 참조). 그러나 법률안은 실제 법률안의 주
무기관인 각 행정부처의 법제(입안)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입안하고 있으
며, 법제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안단계에 관여하지 않
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안의 입안절차에서 ‘입안’과 ‘심사’는 서로 분리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의 입안절차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
칙의 입안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법절차를 법형식별로 고찰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각 법체계별 입법절차를 살펴보고, 각 입안절
차에 있어서 제도적 문제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2. 법체계별 입법절차의 내용 및 문제점
(1)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및 특징
(가) 법률안의 입안 유형 및 고려사항
정부제출 법률안의 유형은 학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우선
내용을 기준으로 ‘정책실시형’과 ‘법령정비형’으로 구분하는 견해14)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정책실시형은 “정부나 여당의 정책결정에 의하거나
행정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위해 입안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령정
비형은 “법령의 형식이나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견
해는 법률안의 형식을 기준으로 제정법률안의 입안, 개정법률안의 입안, 그
리고 폐지법률안의 입안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15) 제정법률안의 입안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법률 전체의 체계와 관계 법령과의
13) 대통령제국가에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임종훈, 전게서, 154면. 또한 행정부에 의한 발안독점 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박영도, 전게서, 265면).
14) 박영도, 전게서, 269면. 이에 반해 의원제출 법률안은 정책실현형, 정책표명형, 이익대표
형 및 기타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박영도, 전게서, 272면 이하 참조).
15) 임종훈, 전게서, 134-135면.

14

● ● ●

. 법령 등 입법절차의 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

|

모순 • 저촉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 후 입안할 필요가 있다.16) 개정법률안의
입안에는 법령의 일부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의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
하는 전부개정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17),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의 판단은
개정되는 부분의 양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거나, 제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전체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차례의 개정 후에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의 핵심적 부분이나
상당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면개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18)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전면개정은 심
사숙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주석서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도 잦은 법령의 개정과 유사법령의 통합, 그리고 빈번한 조항변경 등에 기
인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률안
을 새로이 입안하는 경우, 즉 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법률의 내용이 보다 정치하고 체계에 부합하도록 입안되어야 하는데, 이러
한 내용들은 입법의 통일성 및 조화성, 법적합성, 명료성 등에 관한 문제이
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입안시 유의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령 입안을 하는 경우에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
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의 요건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새로운 입
법조치가 왜 필요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16) 임종훈, 전게서, 135면.
1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12, 611-612면.
18)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6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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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의 체계성 • 통일성이다. 즉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법령 상호간에 모순 • 저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그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
우에는 ① 입법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입법정책의 결정, ② 법률안의 초안
작성, ③ 초안의 검토, ④ 의견수렴, ⑤ 법률안 확정, ⑥ 법률안의 발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할 수 있다. 위원회안은 ‘특
별위원회안’과 ‘상임위원회안’으로 구분된다. 상임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관 사항에 대해 법률안을 직접 입안하여 제
출할 수도 있다.19) 이 경우에 상임위원회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또
는 자구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된다. 이러한 상
임위원회안은 입안과 심사가 통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① 입법정책의 결정, ② 법률안의 초
안 작성, ③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④ 당정협의, ⑤ 입법예고, ⑥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규제영향평가)20), ⑦ 법제처의 심사, ⑧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⑨ 대통령 결재, ⑩ 국회제출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21) 종
전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 후 경제 장 • 차
관회의의 심의절차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22) 입법정책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안을 하게 되는데, 법률안의 초안 작성은 각 부처의 법제(입법)
19) 임종훈, 전게서, 144면.
20)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자체 규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4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불가피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사전협의 및 긴급규제심사제도를 적용하여 규제심사와 관련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1) 정부내의 법률안 입법절차에는 통상적으로 3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22) 임종훈, 전게서,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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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수행하지만, 외부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법제전문가(변호사 • 법학교
수 등)에게 위탁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각 부처에서 법령입안을 담당하
는 것은 주로 사무관인데, 경우에 따라 서기관이 입안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주무관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나,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주무관도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전공의 제한이 없어 다양한 전공 출신으로 구
성되며, 비법학사 출신이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법제담당자들은 일반 행정을 담당하며 순환보직으로 법령 입안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부처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조율이 필요하며, 이
해관계 있는 단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요구된다. 만약 협의 과
정에서 법리적인 문제에서 의견대립이 생겨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
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처
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참조).
한편, 이러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당정협의를 하게
되는데, 국정을 이끌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하여 입법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공동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당정협의는 국무총리훈령으
로 제정된「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23) 당정협의는 비
록 국회는 아니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
여 법제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
러나 당정협의를 공식적인 입법절차 내지 입법과정의 하나로 다루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당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일본을 제외하고 보
기 드문 입법례이다. 일본 입법례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당의
23) 이에 대한 상세는 임종훈, 전게서, 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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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조사회(특히

)가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각건대 당정협의
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에 이를 넓게 의견수렴절차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정협의 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
처는 이러한 입법절차를 거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다. 즉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이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①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사항, ②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③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통계 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④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⑤ 재정소요추계서, ⑥ 법령
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 • 강화 및 폐지 건수 등, ⑦ 조문별
법령 제정 • 개정 이유서, ⑧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이와 같이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안과 심사가
분리되어 있다. 다만, 법령안의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도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
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6항).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 절차는 구분되어 있으며, 법제처의 심사는
‘사후적’이다. 심사기관은 법령안의 주관기관들이 입법을 추진하게 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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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 특히 정책결정의 배경이나 상황 등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입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법제처의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안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입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각 부처에서는 다른 부처와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
한편, 법제처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①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
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③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④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⑤ 그
밖에 입법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4항).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법제처의 심사는 형식적 심
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망라한다. 특히 법제처의 실질적 심사는 정부
제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심사는 법률안의
입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입법절
차의 지연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입안하는 각 부처에서는 법제
담당자들이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충분하지 않아, 헌법 관련성이
나 법형식이나 체계 등의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 법제처의 사후심사에서 더욱 부각되는데, 사전입법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둘째, 법령안의 입안단계에서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법안의 문구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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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고, 입법의 기술화 • 전문화 등으로 외부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전문성이나 효율성 등이 문제된다. 각 부처에서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사무관들이나 비법학사 출신인 경우가
적지 않고, 원래 일반 행정을 담당하면서 순환보직으로 법제 업무를 담당하
다보니 입법의 전문성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법학전공자가 아닌 공
무원들이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체계 • 문구 및 법형식 등의 선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제처의 국가입법지원센터 등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법제처의 사후심사를
통해 지적 • 보완되고 있다. 한편, 각 부처에서 법령 입안의 외부위탁 빈도는
환경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낮은 편이나, 고도의 기술적 사안인 경우에는 외
부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비법학사가 법령 입안을 담당하
는 경우에는 법형식의 체계나 자구심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학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각 부처에서 외부위탁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내용이나 입법배경 등은 담당 공무원이 잘 파악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경우에는 내용이 전문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다른 부처에 비해 외부위탁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
당 사안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데, 해당 전문기관은 법제전문기관
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아, 다시 하도급으로 법제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입안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셋째, 현대행정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점차 사안이 어려워지고 이를 법제
화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에 각 부처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법제처의 사후심사단계에서 다른 부처의 입장을 고려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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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심각하게 충돌
하는 경우에는 법령입안이 지연되기도 하며, 압력단체나 이익단체 등에 의
한 로비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
가 크게 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각 부처의 이견이
있거나 협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부의 법령입안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밖에 일부견해는 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제국가에 있어서 정
부의 법률안제출권 그 자체의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② 부처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무늬만 의원발의 형식으로 법률안이 제출되고(소위 ‘대
리입법’의 문제), ③ 법률안의 제출시기가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도 한다.24)

(2) 법규명령의 입법절차 및 특징
(가) 법규명령 입안의 특징 및 현황
입법권은 전통적으로 의회에 있음이 원칙이다(헌법 40조). 특히 19세기 입
법국가에서는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
고, 영국의 의회주권이나 미국의 권력분립사상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금지
하고 있었다. 국민에 의해 위임받은 입법권은 다른 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
다는 권한위임금지 내지 복위임금지의 원칙(delegata potestas non potest
delegari)이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歐 에서는 20세기에 들어

24) 상세는 임종훈, 전게서, 154-155면.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대리입법 이 지적되고 있다. 제19대 국회 출범 후 1년째인
2013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총 4,598건에 이르고 있는 반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321건에 불과하다(전진영, 국회의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 국회입
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다만, 이 견해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저조한 이유를 정부조직의 개
편이 지연된 것에서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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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행정기능이 점차 전문화 • 기술화됨에 따라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행정부의 전문지식
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입법부의 부담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제도적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입법의 홍수’라고 평가할 정도로 법규명령의 제
정이 폭증하고 있다. 실제 2002년에 954건에 달하는 법령심사 건수는 2012
년에는 1,920건으로 대략 2배 넘게 증가하였다고 한다.25) 또한 법제처의 법
령통계(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을 제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만을 기준으로 함)에 의하면, 2013. 7. 1. 기준으로 현행 전체법
령 4,314건 중에서 법률은 1,298건, 대통령령은 1,513건, 총리령은 68건, 그
리고 부령 1,112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법령현황을 살펴보면26),
법률은 2011년 1,296건에서 2012년 1,333건으로 37건이 증가하였으나, 2013
년 7월 현재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2011년 1,748건에서
2012년 1,787건으로 39건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795건으로 9건이 증가
하였다. 총리령 • 부령의 경우에도 2011년 1,523건에서 2012년에는 1,527건으
로 4건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531건으로 4건이 늘었다.

(나) 법규명령의 입안절차
이와 같이 법규명령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규명령
의 입안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법규명령 중 대통령령의
입법절차는 ① 입안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 ③ 당정협의, ④ 입법예고, ⑤
25) 한상우, 행정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통제, 한국행정법학회 법제처 공동 학술세미나(2013. 4.
12) 자료, 69면 각주 3) 참조.
26) 다만,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
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수록된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앞의 현행 법령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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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⑥ 법제처의 심사, ⑦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⑧ 대통령 재가, ⑨ 공포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령의 경우에
는 국회제출절차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
차와 大同

하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
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한편, 총리령이나 부령은 ①부터 ⑥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⑨공포
절차로 진행된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 부령은 모두 강학상 법규명령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 위상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특
히 대통령령은 입법절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요한다는 점에서 총리
령 • 부령과 차이가 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는 행정처분기
준이나 서식 등 단순히 절차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총리령 •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27) 일부견해는 법규명
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명확한 이유나 근거 없
이 대통령령과 부령을 구별하는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령소관사항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8) 그러나 처분기준의 경우에도

으

로 법형식을 통일해야 할 이유가 없고, 서식이나 사무처리준칙 등은 본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부령의 법규적 성
격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당정협의의 대상에는 법률안뿐만 아니
라 대통령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도

2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4면.
28) 김형수, 사례별 법령안 입안 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 법제, 1999.3, 63면. 이 견해는 제
재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복잡다기하고, 재량준칙으로의 성격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 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처분기준은 본래 재량준칙, 즉 행정규칙의 성격
으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제재처분기준을 일원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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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한편, 독일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1999.
12. “현대국가-현대행정”을 목표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고, 2000. 7. 26. 연방
행정각부공통사무규정(GGO;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규정의 간소화, 불필요한 법령의 축소, 행정
의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29)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행정처분의 기준과 입법형식의 선택
법규명령의 입법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각 부처에서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입법형식의 선택이 문제된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입안할
것인지, 아니면 총리령 또는 부령을 입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실무에서는 국무회의의 필요성, 국가적 관심사
항,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제한이나 규제를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기술적인 사항은 총리령 • 부령으로 제정하고
있다고 한다.30)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처분의 기준,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형식에 관한 판단이다. 특히 법규명령(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으로 제
정된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란이 있다. 즉 행정실무 및 판례에서

29) 이에 대해서는 정남철, 독일의 행정입법 통제 , 유럽헌법연구 제5호, 2009. 6, 155-156
면.
30) 한상우, 전게발표문, 73면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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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분기준의 법형식과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특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준칙과 같이 대체로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훈령이나 예규 등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
으로는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
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를 “형식의 과잉”이라 지적하기도 하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설은 이를 실질적 기준(내용
에 의한 기준)에 의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31)와 형식적 기준에 의해 법
규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법규명령설을 취하고 있다. 대
법원은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분하여, 부령 형식의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을
부인하고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나32), 대통령령 형식의 경우에는 법규명령
으로 판시하고 있다. 즉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의 법규
성을 부인하면서33),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발해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별표 1〕에 대하여는 대외
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34)
판례는 모두 법규명령인 ‘대통령령’과 ‘부령’에 대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시행령인 대통령령 형식에 대해서만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을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법규명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일
종의 “형식의 과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의 기준은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일정한 형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률,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에 종래 훈령 • 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
31) 류지태, 행정법신론, 212면.
32)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20 판결.
3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3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동지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
5207 판결.

● ● ●

25

|

제2장 법령 등의 입법절차 및 사전적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도 행
정조직 내부의 관계 공무원은 법령준수의무에 따라야 하므로 그 기준에 따
라 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에는 개별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규명령의 위법성을 다
투거나 직접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수단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
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 107조 2항 참조).
한편, 판례는 소위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을

을 정한 사건35)에서, 그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았다. 다만, 종래에는 이
35) [다수의견]: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 이라고 한다)
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 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
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
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
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
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
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중에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쟁송방법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으로서는 선
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행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이러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선행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
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
고, 또한 그 소송을 통하여 선행처분의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가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이
와 관련된 장래의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
다. 이상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
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
려하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
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26

● ● ●

. 법령 등 입법절차의 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

|

를 행정규칙으로 판단하여 소익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종래의 입장
을 변경하여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별개의견은 “다
수의견이 위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부령인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
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
으로는 더욱 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36) 특히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달
리 제재적 처분기준인 부령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았다는 점이 특
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별개의견은 부령에 규정된 제재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
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판례의 변경에 의해 제재적 처
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종전과 달리 법규명령으로 판단하였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견해이다. 다른 한편, 위 2003두1684 판결에서 “부령을 일단 행정규
칙이라고 하면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37) 그러나 판례는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 일반적 구속력을 갖
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그 법적 성질
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판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6) 대법관 이강국의 별개의견 : 다수의견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
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급을 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장래 후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
행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
는 이유로, 선행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부령인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
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7) 김동희, 행정법 I,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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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법적 성질
을 형식적 기준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판시한 바 있다.38) 다만, 위 사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행정입법의 형식
과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혼돈은 실무상 難 를 던져 주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또한 처분기준의 형식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학계
의 다수견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의 준수 여부와 심사기준

⒜ 문제의 소재
법규명령의 입안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각 부처에서 법규명령을 입
안하는 경우에 이러한 심사를 면밀히 체계적으로 행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법규명령의 입안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제처의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에는 행정입법(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비록 우리 헌법에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
38)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
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
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이에 대한 상세는
南 , 행정법상의 학설과 판례의 괴리와 접근 , 고시계,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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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
법 제75조의 의미를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
별규정”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명확성’의 의미는 매우 多

으로 사용되

고 있다. 법치국가원리에 파생된 명확성의 요청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집행을 하는 행정청의 ‘행정작용’(법규명령, 행정행위 등)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확성원칙’은 법규명령과 관련하여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독일 기본법 제80조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75조는 본래 시행령(대통령령)의 제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나, 그 시행령의 규율 내용, 즉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위임받은 사항”의 해석에 있어서 수권법률과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관계
가 문제된다. 이 경우 포괄위임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권법률과 그 시
행령 사이에는 입법권의 위임, 즉 수권에 있어서 ‘명확성’의 요청이 필요하
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명확성원칙은 법규명령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명확성원칙과 법률유보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는 것
이 독일을 비롯한 국내의 유력한 견해이다.39)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 여부
내지 명확성심사와 관련하여, 종전부터 ‘예측가능성’의 공식을 적용하여 왔
다. 이에 반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성원칙의
심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공식(Vorhersehbarkeitsformel) 이외에

己決

39) 상세한 문헌은 정남철,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과 사법심사의 한계 , 법조 통권 624호
(2008. 9), 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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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公 (Selbstentscheidungsformel)이나 프로그램공식(Programmformel) 등을 사
용하고 있다. 사례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공식들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식들을 가지고 예측가능성 공식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권법률과 위임입법 사이에는 독일 연
방헌법재판소가 사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인 ‘자기결정의 공식’이나 ‘프로그램
공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기준도 완벽한 것은 아
니며, 예견가능성의 공식과 더불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프로그램공식은 입법자가 수권규범에서 일정한 입법의도를 가
지고 명령제정권자에게 법규명령을 통해 달성해야 할 지침 내지 준칙을 설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시민들이 명령제정권자에게 위임된 권한의 윤곽
을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수권규정으로부터 무엇을 허용
하는지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40)

⒞ 심사기준
포괄위임 여부 내지 위임입법관계는 “입법자 행정부 국민”이라고 하는
삼각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포괄위임 여부에 관한 심사를 입법자와 행정부
의 관계에만 치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권력분립원칙과 법치국가
원리의 관점에서 입법과 행정 사이에는 긴장과 견제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에는 기능의 분배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경법, 안전기술법 등 전
문적 •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협력적 법제정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물론 미국 • 독일의 입법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분야에서는 명확
성원칙의 심사가 완화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심사 자체가 제한
되는 경우도 있다(소위

40) BVerfGE 55, 2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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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법집행의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더욱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은 보다 명확히 규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은 법률 또는 법규
명령으로부터 규율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괄위임
여부에 관한 심사의 대상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법률 그 자체만
으로 충분히 포괄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또
는 법률과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관계를 함께 고찰해야 하는 경우, 그리
고 법률과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그리고 관련 법조항을 체계적 • 유기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 가운데에서 수권 법률과 위임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을 체계적 • 유기적으로 해석하
여 포괄위임 여부와 기본권침해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심사기준에서 ‘국
민’의 예측가능성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다양한 공식들을 ‘개별사례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축적해 온 ‘예측가능성공식’을 배제하기
보다, 개별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결정공식’이나 ‘프로그램공식’을 적
절히 활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위헌 위법인 법규명령의 피드백
상위법을 위반하여 법원에 의해 위헌 • 위법으로 판결된 법규명령의 피드
백(feedback)에 관한 문제이다. 즉 행정소송법 제6조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
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법원이 하위법령의 상위법 위반 사유를 안전행정부에 거

● ● ●

31

|

제2장 법령 등의 입법절차 및 사전적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신속한 법제정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41)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의 협의기구를
두거나 대법원에 법제처의 공무원을 정기적으로(1년 단위) 파견하여 위헌

•

위법인 법규명령의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4) 하위법령의 정비
한편, 각 부처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 및 부령
제 • 개정 등의 경우에 차년도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근래에는 법규명령의 제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규제법규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관리예산처(OMB)의 정보규제국(OIRA)은 행정입법
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법규명령의 위헌 • 위법 여부나 법리적 문제
점 등에 대해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
정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긴급한 입법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
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반려할 수 있는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4항 제3호 참조), 법규명령의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문을 사전에 구하고 조기에 법리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법규명령에 대한 사전심사의 강화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41) 한상우, 전게발표문, 90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제처 사이의 협의기구의 마련을 주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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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 중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하위법
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계획
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적 하위법령의 법리적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법제전문기관의 사전입법지원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행정규칙의 제정(
제정(발령)
발령)절차 및 문제점
(가) 행정규칙 입안의 특징
1) 행정규칙의 입안 준칙: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행정규칙의 입안에 있어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을 법률이나 법에 기속시키는 것이
다. 또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법적 권리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쟁송은 행정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적법성통제가 문
제가 된다. 특히 독일에서는 행정쟁송집행권의 일부로서 보고 있다. 독일에
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근거를 “행정은 법률과 법에 기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의 우위원칙에 따라 헌법에 기속되기 때문이다(행정의 합헌
성). 헌법과 법률에 대한 행정의 기속은 위법한 행정의 고권작용이 바로 무
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작용은 공정력(예선적 효력)42) 내지

42) 공정력개념은 19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된 것인데, 오늘날 행정행위의 존속
력개념을 통해 대체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은 구속효와 제한된 폐지가능
성을 내용으로 하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리고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대해 포괄적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실질적 존속력은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은 물론, 공정력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력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는 정남철, 국가
배상소송과 선결문제 , 저스티스 제116호, 2010. 4, 10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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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력(불가쟁력, 불가변력)을 가지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될 때까지 사실상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무엇보다 법
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적 정당성은 우선 형식적 법치
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國家(Gesetzesstaat)라고 한

다. 그러나 공권력의 주체는 오류가 있거나 하자있는 결정을 배제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있는 결정은 통제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국가원리가 강조된다. 이를

當

國家(Gerechtigkeitsstaat)라고도 한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쟁송은 한편으로는 위법 • 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이익
을 구제하는 기능(권리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행
정작용의 보장이라는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기능을 보
다 우위에 두어야 하는가는 각국의 입법례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첫째 행정규칙의 입안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
는 아니 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법규명령과 달리 법률의 수권을 요하지 아
니한다. 그러나 행정규칙 상위법이나 상급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행정규칙의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준
거가 된다.
둘째, 행정규칙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본질사항유보설(Wesentlichkeitstheorie)이 지배적인데43), 적어도
43) 이러한 전통적인 침해유보설은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었으나, 침해행정에 국한하는 법률유
보이론은 이제는 時代
이고 진부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후 민주주의원리
가 강조되어, 모든 국가의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全 留保 ). 그러나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19
세기에는 付 政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침해행정의 영역 이외에도 급부행정(사회행정)의 영역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社會留保 ). 그러나 점증하는 府 政의 의미와 모든 국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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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고 있
다. 전통적인 침해유보설이 종래 지배적 견해이었으나, 침해행정에 국한하는
법률유보이론은 이제는

代

이고 진부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그 후 민주주의원리가 강조되어, 모든 국가의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 그러나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19세기
에는 給

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침해행정의 영역 이외에도 급부행정(사회행정)의 영역에도 법률유
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 그러나 점

증하는 급부행정의 의미와 모든 국가영역의 헌법적 관철이라는
의 발전은 법률을 통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유보의 어떤 영역과
사안이 파악되어져야 하고, 법규명령의 제정권자에게 무엇이 위임되어질 수
있고, 법률상 규정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
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본질사항유보설이 유력하
다. 그러나 무엇이 ‘본질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게 남아 있었
고, 본질사항유보설에 대해 “공허한 공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44)
또한 기본권 실현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결
정하여야 한다(의회유보의 원칙). 헌법재판소도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금액
의 결정과 관련하여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
의 헌법적 관철이라는 會民主主 의 발전은 법률을 통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유
보의 어떤 영역과 사안이 파악되어져야 하고, 법규명령의 제정권자에게 무엇이 위임되어질
수 있고, 법률상 규정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근
년에 들어와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本 事 留保 (Wesentlichkeitstheorie)이 유력하다.
44) BVerfGE 47,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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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
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
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45) 따라서 국민의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나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본질
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입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반드시 형식적 법률로 규율해야 할 ‘본
질적’인 내용으로서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 •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 • 의
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법제도로서 존립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국
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통치기구의 구성 • 기능에 관한 사항, 행정법
규와 달리 개정의 필요성이 적고 장기간 적용될 사항을 들고 있다.46) 이러
한 기준들은 일응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칙은 원
칙적으로 사법심사(규범통제)의 대상이 되거나 재판규범성이 인정되지 않지
만, 최근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통해 사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규칙의 입안
및 심사에 있어서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규칙의 수범자는 행정조직 내
의 그 기관 또는 구성원이다.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징계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참조). 또한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정처분은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아니하고, 평등원칙이
45) 헌재 1999. 5. 27. 98헌바70.
46)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6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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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47).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량준칙을 일정기간 동안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정관
행 내지 선례가 형성되고 행정청이 이러한 행정관행이나 선례에 대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즉

“행정의

자기구속(Selbstbindung

der

Verwaltung)의 법리”라고 말한다. 또한 훈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도 위임을 하거나 상위법령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사법심사
특히 재량준칙(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
니 하나,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를 통해 일정한 행정선례가 형성된 경우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원칙에 대해 적용된다는 견해
가 다수설이나, 행정규칙이 공표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고 보는 견해도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청만을 수범자로 보고 의무를 부과하
기 때문에 신뢰존속의 요건을 결하고 있다는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48) 한편,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도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49)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 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47) 헌재 1990. 9. 3. 90헌마13.
48)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24 Rdn. 24.

49) 행정규칙( 政 則)이 법령(法令)의 규정( 定)에 의하여 행정관청( 政官廳)에 법령(法令)
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
權 使)의 준칙(準則)
인 규칙( 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 政慣 )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 )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 保 )의 원칙(原則)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
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 則)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 己拘束)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헌재 1990. 9. 3. 90헌마
13, 판례집 2, 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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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기구속의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50) 여기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
해서는 일정한 선례가 존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행정선례가 명
확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 자체만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에 최초의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예기된 관행만으로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내학설에는 선례불요설과 선례필요설이 대립하고 있다.

도 1

회의 선례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51)와 대체로 선례가 되풀이 되어 행정관
행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0헌마13) 및 통설은 재량준칙에 따라 되풀이 되는 행정
선례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2) 한편,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장래에도
예견될 수 있는 사례의 경우, 즉 소위 ‘ 期된

慣 ’(antizipierte

Verwaltungspraxis)이 있는 경우에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53) 학설
도 이러한 최초의 사례가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소명된 후에는 예기관행이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54)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2개의 유사한 사례
50)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
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 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
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
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
51)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47면.
5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170면; 김동희, 행정법 I, 170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53) BVerwGE 52, 193/199.
54) Maurer,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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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하며, 독일의 판례나 일부학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의 선
례를 예기된 행정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래에도 되풀이해서 행정관
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사견으로는 1회의 선례도 형성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예기된 행정관행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예기
된 행정관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초선례가 예기된 관행으로 현실
화될 수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
는 보는 견해는 되풀이해서 시행된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재량준칙에 규정된 사안이나 행정관행이 성립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결정을 해야 할 높은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구속
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55) 독일의 유력설도 재량준칙 내지 사무처리
준칙 등 행정규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반드시 동일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으며 불평등한 취급을 할 이유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
적인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56)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법률유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규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법

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위임이 인정되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입안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래에 행정규칙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

55) 박균성, 전게서, 47면.
56) Gusy, Der Gleichheitssatz, NJW 1988, S.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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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規 에 대하여 수권법령

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고57), 그 이후
의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규
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으나58), 독일에서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 환경법이나 기술법 등의 분야에서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국세청훈령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면서 그 내용은 대외적
구속력(이른바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를 강학상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
령”으로 다루고 있다. 대체로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법령내용의 구
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
법을 특정하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정
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법규명령설은
비록 행정규칙 형식으로 발령되었으나 법령을 보충하여 국민에 대하여 대외
적 구속력을 발한다고 주장하나59), 행정규칙설은 의회입법에 대한 예외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60) 한편,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은
연방행정법원의 뷜(Whyl) 판결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직접적 •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61)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령의

57)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
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
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
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 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동지판례: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58) 김남진, 행정법 I, 제7판, 169면.
59) 김남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법률저널, 2003. 5. 13; 김동희, 행정법 I, 제
18판, 166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48-149면;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295면; 류
지태, 행정법신론, 213면.
6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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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여부에 따라 판단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령의 위
임이 없이 고시나 훈령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위
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이 설은 당해 행정규칙이 수
익적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면서도, 침익적 사항인 경
우에는 상위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라 법규성을 판단하고 있다.62) 마지막으로
위헌무효설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적 성질을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헌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입법으로서 위헌이라고 본다.63) 한편, 대법원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는
데, 다수의 학설은 판례가 법규명령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과 같은 국세청훈령 및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과 같
은 보건사회부고시에 있어서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실질적으로는 대외
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64) 그
러나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법규명령설로 예단할 것은 아니다. 독일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법규
명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
령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 기준에 의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규명령
은 헌법 규정(75조, 95조)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므
로,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실무상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65) 그러나 이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
하여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61) 김남진, 행정법 I, 제7판, 169면.
6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6, 212-213면. 그러나 최근 저서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유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에서 다루고 있다(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2012, 249면).
63) 류지태, 행정법신론, 245면; 석종현, 일반행정법론(상), 185면.
6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564 판결.
65) 유상현,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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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이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66)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판례에 의해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안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행정규칙의 제정절차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제정절차는 행정규칙의 기안, 행정예고와
의견제출절차, 규제심사, 법제처의 심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 원본
보관과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소관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 발령 후 10일 이내
에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67) 행정규칙의 기안
에 있어서는 각 주무부서에서 훈령 • 예규 등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고 하는
경우에 담당 국장과 법제담당부서 등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 “행정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안”을 작성한
다.68) 그러나 행정규칙은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또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다(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국민의 권리 • 의
무에 영향을 주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대체로 이러한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법제처는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66) 정남철,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범위의 한계 , 행정판례연구 제12
집, 박영사, 2007. 6, 100면 이하.
6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709면.
68) 한상우, 전게발표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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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
진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이러
한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
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그 밖의 훈령 • 예규 등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하고 있
었으나, 매 반기 심사에서 2개월 단위의 수시사후심사제로 변경하여 행정규
칙 입안의 적법성통제를 강화하고 있다.69)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

예규 등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
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한다. 법제처장은 이렇게 등
재된 훈령 • 예규 등에 대하여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나 불합리한 사항 등
을 수시로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
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3항). 또한 이러한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

•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심사의견의 반영 여부나 정비계획 등을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 제
5항). 이러한 사후적 심사의 방식으로 훈령 • 예규 등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 밖에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행정적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적 통제도
강조되고 있다. 즉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훈령 • 예규 등이 제
정 • 개정 또는 폐지된 후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행정규칙에 대한 의회의 통제라고 볼 수 있

69) 상세는 정남철, 훈령 예규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용역보고서(2006. 9. 30),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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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독일에서는 “연방행정규칙의 작성 • 정리 및 심사를 위한 연방정부
의 지침(Die Richtlinie der Bundesregierung zur Gestaltung, Ordnung und
Überprüf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des Bundes vom 20. Dezember 1989)”
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의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규칙의 남발
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심사 • 공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우
리에게 참고할 점이 많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최근 행정수속법의 개정을 통
해 행정입법절차에 의한 절차적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규칙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
차에 의해 제정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행정규칙으로의 도피현상이 생
긴다. 특히 학설 및 판례는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어, 행
정규칙에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우
리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법령등”의 개념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
령은 물론, “위임을 받은 고시”를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
호).70) 또한 동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에 위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
하지 않다. 학설 및 판례도 행정규칙에는 위임의 법리가 인정되지 아니 한

70) 한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의약품공전과 같이 지나치게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황해봉, 법령입안 심사의 기본 원칙 , 법제(2007. 9), 239
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동하나, 기
술적인 사항은 법령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
조 제2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재검토
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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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12년에 발간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법령과 행정규칙을 구별기준을 설정하면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법규성이 없으나, 법령에 따라서는 법규사항
을 행정규칙에 위임[수권( 權)]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71) 후
자의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언급한 것인데, 위「법령입안 심사기
준」에서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되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순전히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수시로 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2) 특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형식이 아
니며,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포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정부(법제처) 편찬의 법령
집에도 수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73)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은 그 동안 학계에서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한 것
으로서, 매우 타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74)
설령 행정규칙에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포괄
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에 있어서 명확성심사의 강도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75) 즉 이러한 사실은 법규적 사항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렵다는 것
을 보여준다. 실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는 “행정규칙에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그 위임여부와 위임범

71)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3면.
72) 법제처, 전게서, 23면.
73) 법제처, 전게서, 23면.
74) 정남철,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 행정판례연구 제12
집, 128-130면 참조.
75)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나, (생
략) 그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황해봉, 전게논문, 245면). 그러나 분야나 내용에 따라 명확성
심사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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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잘 살펴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76)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명확성심사의 강도는 매우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
들은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특히 공정
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위원회에서 발령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생각건대 법률유보의 원칙(특히 본질사항유보설)에 비추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 • 훈령 등에는 기술적인 사항이나 단순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야 한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사항은 법령에서 규
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형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
어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77)

3. 각 부처의 법령입안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경위와 목적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문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입법지
원이 필요한데, 각 부처에서 사전입법지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지
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법제담당부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령 등의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 및 담당공무원
의 전문성, 외부위탁의 비중, 그리고 법제담당자의 고충사항이나 건의사항
76)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812면.
7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8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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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해
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미래창
조과학부(원자력안전위원회 포함), 교육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의 내용
(가)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
각 부처별로 법령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법
률안의 경우에는 국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소요되는 기간을 정확
히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일반적 입안의 경우에 짧게는 2~3개
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부처도 있었으나, 긴 경우에는 1년이 소요된다는
부처도 있었다. 또한 일부부처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 • 개정 등의 추진계
획을 결재 맡기까지 대체로 20~30일 정도가 걸리며,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보통 20~3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입안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법령의 입안과정에 각 부처의 정책
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안의 내용이 부처 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안이 더욱
지연될 수 있는데, 이 점이 법제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이다. 또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
령입안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입법의 시급
성과 그 내용에 따라 긴급하게 입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법제처와 협의하
여 부처협의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
다. 대부분 3개월 내외 정도지만, 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1개월 정도가
걸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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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률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은 일부개정안에 비해 많은 시일이 소
요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는 법률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경우 그 영
향력의 범위가 전국적이어서 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이를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처에 따라 소
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크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에 1년 이상이 걸리
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나) 법제 담당자의 경력 및 자격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화와 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제담당 공
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서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보통 사무관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의 사정에 따라
서는 서기관이 맡는 경우도 있고, 또는 6급 이하의 주무관이 담당하는 경
우도 있다. 법령입안 담당자는 반드시 법학을 전공하였거나 법조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받지 않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특
히 환경부의 경우에는 그 사안의 전문성으로 인해 기술적 공무원 중
80~90%가 ‘환경직’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특성상 산업파트를
담당하는 기계공학 전공의 ‘기술직’이 많은 편이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에
는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직무배치 역시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제 업무만 전담하지 않
아 법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경우들은 각 부처의 정책내용이나
방향 등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법학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즉 법령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부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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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일반
적이다. 다만, 법학적 지식이 병행되는 경우에 법령 초안의 작성에 있어서
문구, 체계, 법형식 등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 외부위탁의 방식 기간 및 비중
법령입안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방식 및 비율(수)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해 보았다. 각 부처의 업무 내용에 따라 외부
위탁을 거의 하지 않는 부처도 있으나, 외부위탁의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
었다. 전반적으로는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초안을 작성하는데, 이는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내용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이거나 관련 사안에 대
해 대립적인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과 논거
를 제시하기 위해 법령입안과 관련하여 외부위탁을 통해 그 결과물을 법령
입안의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 전체 법령입안에서 그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부위탁의 방식을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 계약금액이 높으면 공개입찰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특정 전문분야의 경우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체
결하기도 한다.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합하고 반영해야 하
므로, 내부 입안의 경우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라) 각 부처 법제실무 담당자의 고충사항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 실무담당자의 고충사항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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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용적으로 각 부처의 그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입법의 목적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법령입안 과정
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아
가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던 중 또 다른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율하기 어렵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
어 고충이 적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법리적 지식과 법형식과 기술 및 체계의 측면에 있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령입안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령개
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촉박하여 전체적 시각으로 법령입안과정을 관리
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입안시스템’에 숙달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마) 법령입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향후 각 부처에서 법령입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각 부처에서 향후 법령입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각 부처의 법제담당인력의 증대와 법제처
의 법제지원인력의 확충을 제의하였다. 특히 법제처의 법제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법령입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자문과 검토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법제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법제처 사이트에 각 부처
별 법령 개정자료, 지시문 등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자료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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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순기능과 문제점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전입법지원제도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알아보
기 위해, 사전입법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어떠한 제도적 순기능과 문
제점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법제처가 각 부처의 법령입안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한다면, 법형식과 체계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법리적 오류를 사
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법제적 지식과 관련하
여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법제처의 사후심사의 시일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법령을 입안할 때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
므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각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법령입안에 대
한 고유권한이 침해될 우려도 있었다. 또한 법령입안에 대한 사전지원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법제처의 사후심사도 병존하는 경우에 법제처 심사가
중복되어 입법기간의 장기화의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현재의 법제처의 인력으로는 법령입안의 사전지원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
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었다.

(사) 사전입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질문하
였다. 우선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법령입안의 전체 방향이
나 내용을 정하는 문제는 각 부처의 권한으로 하고, 법제처는 법의 형식이
나 체계 • 자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배분해야 할 것이
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모든 법령입안에 대하여 사전입법지원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서, 법령 제정 및 법령전부개정 등의 중
요한 사항에 한하여 사전입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유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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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지원센터의 질의응
답 및 자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법제처가 사전입
법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내용으로, 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례를
조사하고, 법률용어 및 법체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법리적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아) 법제처와의 협력관계 및 애로사항
법령 입안을 하는 경우에 법제처와 각 부처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는지,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였다. 현재
각 부처는 전반적으로 법제처와 협조관계가 잘 구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
다. 다만 법제처의 인력이 부족하여 법령심사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
으므로 법제처의 인력 보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의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제처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
당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제시도 있었다.
만약 법령입안을 하는 경우에 법제처와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가 팀을 이
루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각 부처
의 법제담당자와 법제처가 팀을 이루는 경우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여 협업
이 잘 이루어지면 법형식이나 법체계 등 법리적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입안을 추진하는 일정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각 부처의 입안 후 법제처 사후심사에서 변경
해야 할 사항이 적어 입법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
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와 법제처의 팀을 통한 협업의 단점 또는 문
제점으로, 법령입안에 있어서 법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각 부처의 업무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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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많
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법령입안과정에서 대두되는 여
러 상황으로 인해 입안을 연기하거나 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정조정에
대한 각 부처의 견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지원센터의 틀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관련 문제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 더 바람
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자)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법령입안의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
는지, 만약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법령입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
수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실제 법제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입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유
용하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교육, 법령입
안과정, 법령해석과정, 헌법 및 실무행정법 과목 등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강
의를 통한 질의응답시간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견해가 있었고,

‘법령입안시

스템’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
견도 있었다.

● ● ●

53

|

제2장 법령 등의 입법절차 및 사전적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3) 소결
법령입안을 하는 실무담당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인데, 법제처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처간의 의견조정은 법령입안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이
유이기도 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법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사무관들이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해당 법령안이 헌법과 법률의 위배되는지 여부, 법안의 문구나
체계 또는 법형식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해 각 부처에서 법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고도의 전문성 • 기술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탁에 의
존할 수밖에 없으나, 입안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익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우려도 있다.
사전입법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형식이나 체계 등의 검토가 가능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이 용이하여 입안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등 대체로 긍정적
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강조되고 각 부처와의 의
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수도 있고 각 부처의 고유한 입안권이 침해될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
다. 무엇보다 사전입법지원을 통해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사후심
사를 해야 한다면 입법기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중적 부담이 될 수 있
다고 지적하였다. 요컨대 각 부처의 법령입안권을 존중하면서 사전입안단계
에서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주고, 각 부처와 법제처의 의사소통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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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적 입법지원제도의 필요성
1. 입법 환경의 분석 및 사전입법지원의 필요성
(1) 법제전문가의 부족 및 신속한 법제화의 어려움
이미 앞에서 법령 등 입안절차의 체계 및 문제점을 살펴본 바와 같이, 법
령안 등의 입법절차에서 ‘입안’과 ‘심사’가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부처에
서 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법학전공자가 아닌 일반 행정을 담당
하는 공무원들로서 순환보직으로 법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령 입안을 담당하는 각 부처에서는 법제(입법)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안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점차 전문적 • 기술
적인 분야의 입법이나 융 • 복합 법령도 증가하고 있어 외부위탁에 의존하
는 경우도 적지 않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이 많은 환경부의 경우에는
4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조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측면도 있다. 특히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해 사후심사만 가능한데, 정부
의 입법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헌법 위반 여부나 법리적 문제
점 등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될 우
려가 있거나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입법절차가 지연
될 수밖에 없다.

(2) 사전의견조정의 필요성
각 부처에서는 다른 부처와 의견이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사안을 입안하
는 경우에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절실한데, 법제처의 사후심사단계에서는 다
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부처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는 법령입안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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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경우이다. 또한 법제처가 정책결정의
배경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각 부처의 의견조정이 쉽지 않고 입
법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후심사단계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특히 법령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
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밖에 국회의 심의과
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절차경제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안의 입안, 관계 부처의 협의, 규제심사 및 법
령심사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사전 자문과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제처가 사후심사단계가 아닌, 사전입안단계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기에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위탁사업에 따른 입법지연 및 선정의 공정성 문제
전문적 • 기술적인 법령안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외부위탁의 비중이 낮은 편
이며, 전체 법령입안 건수의 10%를 차지하는 부서도 있다. 그러나 기술적
인 입법이 많은 환경부에서는 전체 법령입안 중 외부위탁에 의존하는 비중
이 높은 편이다.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만든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들은 법령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보
유하고 있으나, 법제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은 다시 법제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법률안의 초안을 만드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나 세미나 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여기에는 관련 전문가나 법제전문가, 법학교수나 변호사들도 참
여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안부처의 법제 담당관이 참관하며,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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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법제처의 공무원들이 패널(panel)로 참여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
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법령의 입안에는 외부 위탁을 하고, 그 용역 결과
를 토대로 논거를 수립하기 때문에 법령입안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법령 전체의 체계나 구조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법제전
문기관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령안 입안을 위해서 사전입안단계에
서 법제처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위탁의 경우처럼 단순히 패널 내
지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여 자문만 하는 경우에는 입법과정에 책임의식을
가지기가 어렵고,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위탁을 통해 대형로펌이나 전문기관 등 민간부문에 법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수의계약
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선정에 공정성 • 전문성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단체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
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을 위해서는 공적 부
문에서 자체적으로 법제(입법)전문가를 확보하고 지원 부서를 제도적으로
확충하여 사전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회와의 협력 및 피드백
이러한 정부입법과정에서 당정협의를 거치기도 하나,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을 법률안에 피드백(feedback)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안의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제3항). 법
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법령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법령안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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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과 법제처장은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1항),
사전에 입안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충분한 법리적 검
토를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5) 입법형식의 선택과 행정입법의 사전입법지원
행정입법의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사전입법지원이 필요하다. 사후심사단계
에서 법리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입법 자체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입안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입법의 입안
에 있어서는 우선 법형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부처의 이해가 충
돌하거나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을 입안할 것인지, 총리령 또는 부령을 제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즉 법규적 사항을 고시 • 훈령 등에
위임하는 방식,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형식
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문도 입안단계에서 전체 법령의 체
계를 상세히 알고 있는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에 상담 내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헌법 제107조 제2항). 다만,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는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는 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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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충
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오늘
날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기 이전에 법규명령의 위헌 • 위
법 여부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가 보다 중요하다.
행정입법의 입안과정에서도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사전적 지원서비스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
다. 특히 미국의 관리예산처(OMB)에 소속된 정보규제국(OIRA)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규제개혁을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방의 행
정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제3장 Ⅱ. 참조).
우리의 경우에는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행정입법의 입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전입법지원의 범위와 한계
사전입법지원제도는 각 부처의 법령입안에 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
어, 헌법적으로나 현행 법질서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즉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사전입법지원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문제된다.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서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에 대해 심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23조 참조). 정부조직법 제27조 이
하에서는 행정각부의 소관사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관 사무에
대한 정부제출 법률안은 이를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안할 수
있다.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안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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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으로서 해당 법령안을 입안할 권한을 가진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5
조 제2항에서도 해당 연도의 부처입법계획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안 입법과정은 ‘입안’과 ‘심사’가 서로 분리
되어 있는데, 사후심사권을 가진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안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헌법에서 보
장하고 있는, 행정각부의 장이 갖는 ‘부령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이 가능하다면, 어
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관 행정청의 고유
한 입안권을 존중하면서, 법제처가 사전에 입안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사전
입법지원의 강화로 법제처의 고유한 심사기능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
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각 부처에서는 사전지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법령입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
기를 바라거나 법령입안에 있어서도 시간조정과 일정 등이 각 부처의 판
단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사전입법지원을 통
해 바라는 것은 해외 및 국내 유사입법례의 조사나 분석, 법률용어, 법형
식과 체계, 헌법과의 관련성 등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3조에는 법제처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 관한 사무”에는 법
령심사 이외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령해석, 입법지원
및 법제교육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법제에
관한 사무”에 ‘사전입법지원’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제
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한다는 것은 법제처가 각 부처의 소관 사무와 관련
된 법령안을 직접 입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입안을 ‘지원’하는

60

● ● ●

. 사전적 입법지원제도의 필요성

|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법제처는 ‘법령입안지원과’와 ‘자치법제지원과’를 두고 있는데, 이
러한 부서에서 법령안과 자치입법의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각 부처에는
법제담당관 내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도 있으나, 법률안의 작성은 대
체로 각 부처의 사업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의 고유한 입안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가 자문이나 조언 등을 하는 것
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나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 그리고 법률안의 발안 등의 단계에서 법제처에 자
문이나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 입법단계에서 사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음은 물론이다. 특히 ‘부처협의’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함께 법리
적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가장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법
제처가 직접 입안을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각 부처
의 입안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헌법 제95조).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
장은 이러한 부령을 제정할 수 없고, 부령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정부
조직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헌법상 부령제정권은 행정각부의 장이 가
지며, 부령의 입안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소결
요컨대 각 부처의 입안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입법지
원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법제처는 사전입법
지원을 통해 법의 형식이나 체계 • 자구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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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법제화와 절차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입법지원제
도는 각 부처의 입안지원 담당부처와 심사기관을 위한 ‘상생’의 방안이기
도 하다.
특히 각 부처의 법제(입법)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입안하거나
법률안의 전면개정을 하는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법리적 문제
점에 직면하는 경우에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사전입법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정법률안이나 전면개정법률안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체계적인 사전입안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 또
는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입안과 심사를 효율적으로 연
계할 수 있는 각 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입안과 심사가 구분된 상황에서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위해
내부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은 사실상 사전심사와 같이 운영될 수도
있다. 향후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사전심사의 수단으로 운영하면
서 사후심사제를 사전심사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심
사가 유보된 상황에서 사전‘지원’의 수준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사전심사와 같이 운영될 경우에는
절차나 심사 등의 중복으로 각 입안부처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입
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법제처도 역시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 이를 감
당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사후심사제를 사전심사제로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제처나 각 입안부처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분간은 사전입법지원제
도를 사전‘통제’보다는 사전‘지원’에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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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전입안제도를 통해 사전심사가 아닌 사전지원에 그친다고 하더
라도, 법제처는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를
반영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입안부처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두어야 한
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제처의 사후심사는 여전히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는 법리적 문제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편, 법제처도 사전입법지원을 강화하는 경우에 업무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전입법지원을 위해 조직 및 인원의 확충이 요구
된다. 중요한 법적 문제는 정부입법과정이 진행되면서 부각될 수도 있으
나, 사전입법지원을 통해 조기에 해당 법령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발견하
여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입법지원도 매우 필요하다. 특히 행정부
처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을 제정하는데, 사전입안단계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제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통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부처간 조정을 위
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아가 오늘날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
특히 절차적 통제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기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전입법지
원으로 인한 조직·기능상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조직의 확대·강화, 우수한 인력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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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1)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도입배경
사전입법지원제도는 2011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해당 연도에는 수탁
사업자로

2개의 대형로펌과 1개의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위탁사업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대행정의 특성상 법령안이 고도로 전문화 • 복잡화되고 있고
법령안의 입안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부처의 입안단계에서 신속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
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는 입안과 심사가 분리되어 있
어, 입안단계부터 사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하게 정부 정책을 조문
화시키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법제화를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각 부처
의 입법을 지원하는 사전적 법령입안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사전입법지원
제도는 처음에 ‘법제도 선진화’의 차원에서 당시 운영 중인 입법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신속히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경우에, 이러한 사전입
법지원제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제전문가가 초기 법령안
의 입안단계에서 입법 지원을 하고, 정책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신속
한 조문화작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사전입법지원제도는 입
안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의견수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정부
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절차상의 조언과 법리적 문제점 검토와 자문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완결된 법령안을 입안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또
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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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문 등을 할 수 있어, 시간 • 비용 등의 측면에서도 절차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2)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현황
사전입법지원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11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수탁사업자에게 1년 단위로 법률안의 입안을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법제처의 자료에 의하면, 해당 연도에는 사전입법지원을 위해 25개의 법률
안을 위탁하였다. 1개 수탁사업자에 대해 대략 8~9건 정도의 법률안을 위
탁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제정법률안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등
12건에 이르고 있다. 2012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민간단
체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위탁사업방
식 외에 법제(입법)전문가 자문방식도 도입하였다. 즉 입법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제 전문가의 풀(pool)을 구성하고 해당 자문 내용을 각 부처에 송
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법제(입법)전문가 자문방식에는 법제처
가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제도로 총 110건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에 들어와서 수탁사업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
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6건씩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하였고, 정부법무공단과 1개의 민간단체가 수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탁사업의 대상은 주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
법률안으로서, 법령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법률안이 대부분이다.
사전입법지원의 내용은 대체로 첫째, 해당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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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책을 신속하게 조문화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입법과정(입안, 부
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심사 등)에서 법적 검토와 자문을 하고,
부처 사이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법률안에 반영하는 것
이다. 또한 법률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문하여, 이를 법률안에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다. 셋째, 해당 법률안
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다.78) 이와 같이 사전
입법지원은 법률안의 입법과정에서 문제되는 모든 법리적 문제점을 조기
에 검토하고 자문하여, 보다 완결된 법률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입법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위탁사업방식과 수탁사업자 선정
사전입법지원제도는 대체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이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위탁사업방식에 의한 사전입법지원제도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위탁사업은 주로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사업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외부위탁방식
의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위탁사업방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초기에는 민영로펌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정책과 입법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행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에 도입되
어 시행 중인 사전입법지원제도는 입법과정에서 민영로펌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정부정책이나 입법내용이 사전에 국내 • 외로 유출되거나 왜
78) 2010. 3. 3.자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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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주로 기업의 사건을 수임하는 대
형로펌이 입법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관련
법안이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정보가 법률의 제 • 개정 전에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79)
최근에 각 대형로펌에서는 법률시장의 불황으로 ‘입법 컨설팅’을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국회 • 법제처·국세청의 퇴직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을 중심
으로 전담팀(세종의 입법지원팀, 광장의 입법컨설팅팀, 태평양 법제행정팀
등)을 구성하여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80) 대형로펌의 입법
컨설팅이 확산되는 것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 규제완화
등 현 정부의 규제정책과 관련된 입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법수요에 비해 의원입법지원기관인 국
회 입법조사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등
은 대체로 유통업체 등 기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과정(특히
공청회)에서 로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여론 조성을 통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81) 이러한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감안하여, 법제처는 2012년 이후 로
펌을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위탁사업방식을 2013년도까지만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에는 법제처가 업무나 조직 등을 강화하여 직접 사전입법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다.

79) 2011. 3. 7.자 법률신문.
80) 2013. 7. 8.자 법률신문.
81) 이에 대해서는 2013. 7. 18. 자 중앙일보, 12면 참조. 해당 기사는 원하는 입법 대행합니
다 라는 표제로 게재되어 있는데, 입법의 민영화 가 아니라 입법의 상품화 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위탁대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로펌의 입법지원은 기업
이나 정부의 의뢰로 입법이 추진되어, 국회를 설득해서 다시 행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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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전문가의 활용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제전문가인 퇴직공무
원의 활용이 문제가 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전문가 자문방식에 대한 퇴
직공무원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현실을 되돌아보면, 각
부처에는 법제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제에 관한 경험
을 쌓은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제처의
작은 조직으로 모든 부처의 입법지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과
도기적으로 외부자문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독일에서는 중요한
법률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법학계의 유명 교수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안에는 학계의 정치한 이론과 실무의 경험이 용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전문가의 풀(Pool)을 보다 분야별로 다양화하
고 확충하여, 특혜나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3. 검토
위에서 설시한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
다, 그 운영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모든 법안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민영로펌이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
었다. 위탁사업의 방식은 주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 법률안 등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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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법률안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법제처가 사전
입법지원의 중추적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법제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를 보강하고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에는 법제(입법)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고도의 전문
성 • 기술성이 요구되는 법률안의 입안에 있어서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탁의 방식은 필
요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입안시에 각 부처의 법제담당관, 그리고 법
제처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외부전문가는 자문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법제 전문가 자문방식의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풀을 만들고 자문을 구할 필요
가 있다. 앞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법제 컨설팅 영역을 구분하고, 수탁
사업이 가능한 법령안에 대한 내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수탁사업자의 선정과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내부의 감사 내지 통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수탁사업자 선정의 공
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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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영국의 입법례
1. 입법과정의 개요
영국은 의원내각제국가이며, 원칙적으로 법률안(Bill)은 의원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또는 개인이나 단체도 입법청원의 형식으로 법률안을 제
출할 수 있다. 법률안은 공적 법률안(Public Bills)과 사적 법률안(Private
Bills) 및 혼성법률안(Hybrid Bill)으로 구분된다.82) 공적 법률안은 국가의 공
공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정부제출 법률안(Government Bills)과 의원발의
법률안(Private Member’s Bills)이 있다. 이에 반해 사적 법률안은 특정 개인
이나 기관, 단체 등(예컨대 지방정부, 사기업 등)의 이익이나 권한을 부여하
는 법률안이며, 의원이 아니라 사적 법률안의 입법을 원하는 당사자의 청원
과 함께 제출된다. 혼성 법률안은 공적 법률안과 사적 법률안의 성격을 모
두 가지는 법률안을 말한다.83)
수상(Prime Minister)을 비롯한 각부의 장관들은 하원의원이다. 따라서 의
원이 동시에 내각의 각료인 경우에 해당 법률안은 정부제출법률안이 되는
데, 대부분의 중요한 법률안은 정부제출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다.84) 정부제
출법률안은 양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의를 거친 후 국왕의 승
인(Royal Assent)을 받는다. 즉 하원(House of Commons) 및 상원(House of
82) http://www.parliament.uk/about/how/laws/bills 참조.
83) 상세는 임종훈, 전게서, 48-49면.
84) 이에 대해서는 임종훈, 전게서,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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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s)에서 제1독회(first reading), 제2독회(second reading), 위원회(committee)
심사, 본회의 보고(report) 또는 심의, 제3독회(third reading) 순서로 진행되며,
상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국왕에게 송부한다.85)
특히 각

의 제3독회를 통과한 후,

법률안의 수정을 위해 숙려

(consideration of amendment)의 시간을 가진다. 이 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원 발의의 경우에는 상원으로, 상원발의의 경우에는 하원으로 법률
안의 합의를 위해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이를 ‘핑퐁(Ping Pong)’이라 한
다. 이 경우에 양원이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는 국왕의 승인을 통해 의회의
법률(Act of Parliament),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된다. 만약 양원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해당 법률안은 폐기된다. 다만, 하원이 발의한 경우에는 상원
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2. 입안 및 심사기구의 현황
영국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 및 심사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소속의 법제실(OPC;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이 담당한다. 우선 법
제실에서는 모든 정부제출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의회의 절차나 규칙
등에 대해 행정부처에 자문하고, 헌법적 문제를 포함한 법적 문제에 관해 지
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률안의 초안은 상원이나 하원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와 사전입법검토 등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익단체나 압력단체 등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을 수정한다.86)
법제실은 1869년에 설치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주로 법정변호
사들을 고용하여 법률안의 초안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각 부처 사이에
85) http://www.parliament.uk/about/how/laws/passage-bill 참조.
86)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2,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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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
제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법제실이 설치됨으로써 입법을 보
다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법안의
언어 • 문체 및 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평가받고 있
다.87) 현재 법제실은 총 65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50명이 변호
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다.88) 법제실의 책임자인 수석법제관(the First
Parliamentary Counsel)89)은 내각의 각료이며, 법제관들은 모두 법정변호사 또
는 사무변호사들로서 최고의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다. 법률안의 초안은 법제
실에 소속된 법제관(Parliamentary Counsel)과 이를 지시하는 각 부처의 공무원
(civil servants)이 서로 협력하여 작성하고 있다. 법률안의 입안은 관심이 있는
부서에서 팀(bill team)을 만들어, 의회에 법률안을 통과하거나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법제관이 참여하며,
큰 법률안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인원의 법제관이 초안 작성에 참여한다.90)
각 부처에서는 법률안을 입안하기 전에 정책구상을 담은 잠정보고서인 綠
(Green Paper)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한 후 구체적 정책내용
을 담은 공식보고서인

(White Paper)를 작성한다. 녹서에는 정부가 추진하

려는 정책의 핵심적 내용과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녹서에 여론수렴이
반영된

가 작성되면, 이를 중심으로 한 입법계획이 확정되고, 각 부처는

법제실에 법률안의 초안을 의뢰한다.91) 이 경우에 법제실에 보내는 각 부처
의 지침서에는 입안의 배경이나 목적, 입법의 영향 및 문제점 등에 관한 내용
87) Michael Zander, The Law-Making Process (2004), p. 14.
88)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of-the-parliamentary-counsel.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이원화되어 있다.
89) 현재 수석법제관은 Richard Heaton이다.
90) https://www.gov.uk/legislative-process-taking-a-bill-through-parliament.
91) Cabinet Office, Guide to Making Legislation, 2013. 7, 13면; 박수철, 전게서, 104-105;
박영도/홍의표,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실태분석, 법제처 용역보고서, 2011,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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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고 있는데, 법률안의 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주요한 법
률안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정부제출 법률안의
수정안은 매우 많은 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상
원에만 제출된 수정안이 평균 1,106건에 이르렀으나, 1983년부터 1987년 사이
에는 1,609건, 1989년에는 2,668건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92) 이와 같이 영국
의 내각사무처 법제실은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회 제출 전까지 해당
법률안의 심사도 하고 있다. 정부는

期 내에 입법을 위해 입법계획

(Legislative Programme)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에 내각의

•

(Parliamentary Business and Legislation Committee)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사 • 입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 후 내각
에 추천한다. 종전에는 이를 내각의 위원회 중 하나인 입법위원회(Legislation
Committee)와 미래입법위원회(Future Legislation Committee)93)가 담당하였다.
또한 입법계획과 관련하여서도 법제실의 수석법제관은 이전에는 내각에 소속
된 입법계획위원회(Legislative Programme Committee)의 위원장에 대해 직접 책
임을 졌으나, 지금은 하원의장에 대해 책임을 진다.94)

3. 검토
영국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를 내각사무처 소속의 법제실
(OPC)이 담당하고, 법제실의 법제관(Parliamentary Counsel)들이 법률안 초안
을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들로서,
법률안의 초안 작성 외에도 법률적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9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참고문헌은 Michael Zander, The Law-Making Process
(2004), p. 15 참조.
93) 이를 입법계획위원회 라고 부르기도 한다(임종훈, 전게서, 50면).
94) Michael Zander, The Law-Making Process (200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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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각사무처 소속의 법제실이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입법례와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법
제실의 법제관들이 독단적으로 각 부처의 관련 법률안을 입안하는 것이 아
니라,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법안팀(bill team)을 구성하여 법률안의 입
안을 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의 입안 주도권이 각 부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에 있다. 사안에 따라 팀(team)의 규모나 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제전문가들이 입안에 참여하여 심사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은 입법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이 입안과 심사를 전담하고 있
으나,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에 소속된 법제관 이외에 각 부처의 담당자와의
협업을 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見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

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사전입법지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하며, 법제처의 법제전문가와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을 입안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영국에서도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법률가들에게 위탁하여 법률안의 초안
이 만들어졌으나, 법제전문기관이 만들어진 후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
다.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이 법률안을 입안함으로써 법제의 전문성과 통일성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영국에서도 법령수요의 증가로 인해
법률안의 입안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 팀을 구성하기보다,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한 법령안에 대하여 팀을 구성
하고,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이나 성과 등을 반영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안지원부서의 인원
이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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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입법례
1. 입법과정의 개요
미국의 입법과정은 대체로 ① 법률안의 제출, ② 위원회의 회부 및 심의,

③ 본회의 심의, ④ 법률안의 이송과 공포의 순서로 진행된다. 미국도 양원
제(bicameral system)로서,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위원회(committee)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본회의 중심인 영국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하원에는 21개의 상
임위원회를, 상원에는 20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법률안의 제출은 원
칙적으로 의원만이 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는 통상의 법률안
(bill) 외에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양원공통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및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이 있다.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은 하원
또는 상원이 각각 제출하되, 그 승인을 위해서는 각 원( ) 모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원공통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은 상 • 하원 양원에
공통으로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는 결의안이다.95) 그리고 상원 또는 하원 가
운데

에만 관련된 사항을 제안하는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이 있

다.96) 제출된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청문과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송부한다.
법률안이 광범위하게 수정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안을 ‘clean bill’이라고 한다. 본회의 심의과정

95) 다만, 양원공통결의안은 양원의 운영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발의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concurrent는 동의 를 의미하지만, 양원에서 동시에 제안되고 심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주요국의회의 입법과정과 법제기구, 입
법참고자료 제266호, 1989, 37면).
96) http://www.house.gov/content/earn/legislative_process; 권태웅, 미국의 입법절차와
사법심사 , 법제, 2007. 11, 65면; 임종훈, 전게서, 34면 각주 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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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 • 하원이 각각 심의를 하는데,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양원합동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협의한다.97)
미국의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나(미합중국헌법 제1장 제1절),
행정부도 입법과정에 일정한 정도는 관여를 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연
두교서를 통해 의회에 입법계획을 권고하거나 법률안의 초안이나 서신 등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veto right)을 행사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98) 양원의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에 이송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승인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
이 되나,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미합중국헌법 제1장
제7절 제2항 참조).
한편,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가 강조되
었다. 그 이유는 연방 행정청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
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99) 케네디
(Kennedy) 대통령 이후 행정부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실에
둘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있었고,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법규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심사권한은 닉슨대통령 이후 계속해
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
으로 중요한 규제법규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100) 그 절정은 레이건
(Reagen) 대통령이 발령한 대통령령 제12,291호(Executive Order 12,291)였는
데, 모든 행정부처에 대해 주요한(major) 행정입법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

97) 임종훈, 전게서, 36-42면. 양원제에서 합동위원회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원제로 바꾸는 것 이라는 의견도 있다(Davies, Legislative Law and
Process, 84 (3rd ed. 2007).
98) 임종훈, 전게서, 33-34면.
99) Arcadia v. Ohio Power, 498 U.S. 73 (1990). 이에 대해서는 Richard J. Pierce, Jr.,
Administrative Law Treaties, 498 (4th ed. 2002).
100) Lubbers, supra note 77, at 19-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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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Cost-Benefit-Analysis)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를 받도록 하였다.101)

2. 입안 및 심사기구의 현황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입법과정에 상당한 정도 관여하고 있다. 법률안의 심사는 대체
로 의회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행정부도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률
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는 우리 법제처와 유사한 기구는 없으나, 관리예
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각 부처에서 매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입법계획
(Legislative Programms)을 관리예산처에 제출하는데, 관리예산처는 이를 심사
하여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예산처는 1921년 예산관리법
(Budget and Accounting Act)에 의해 창설되었다.102) 관리예산처의 전신(

)

인 예산국(Bureau of Budget)은 원래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1939년에
대통령실(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소속
을 변경하였고, 1970년 닉슨(Nixon) 대통령시절 지금과 같은 관리예산처의
조직으로 재편되었다.103) 닉슨대통령은 예산관리처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
다.
우선 관리예산처의 주요한 임무는 연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다. 즉 연방
예산의 준비를 감독하면서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둘
째, 관리예산처는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즉 행정부처의 집행이나 조달 등을

101) Richard J. Pierce, Jr., Sidney A. Shapiro & Paul R. Verkuil,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339 (4th ed. 2004).
102) Aman & Mayton, Administrative Law, 571 (2nd ed. 2001).
103) http://en.wikipedia.org/wiki/Office_of_Management_and_Budg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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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감독하는 것이다.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의 지출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
니라, 행정청 프로그램의 효율성도 평가한다. 나아가 행정부처 사이의 예산
조정도 담당한다. 셋째, 관리예산처는 정보 및 규제심사 등의 업무도 담당한
다. 특히 1980년에 제정된 문서업무감축법(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80)은 관리예산처에 연방의 정보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
다.104) 동법은 연방의 서류작업 부담과 정보의 수집 • 전파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며, 수집된 연방정부의 정보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105) 이러한 업무는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규제국(OIRA;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보규제국은 의회에
의해 설치된 연방기구로서 연방정부에 의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심사하고,
각 분야에서 범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개발하고 총괄하고 있다. 오바마
(Obama) 행정부는 미래지향적인 21세기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해 불
필요한 행정입법을 철폐하고 간명하고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을 만드는 계획
을 수립하였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규제시스템의 개혁을 하
버드 로스쿨의 Cass Sunstein 교수에게 맡겼는데, Sunstein 교수는 현재 백악
관의 예산관리처(OMB) 소속하에 있는 정보규제국(OIRA)의 행정책임을 맡
고 있다.106)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정보규제국은 행정입법을 면밀히 심사하
고 있다. 정보규제국의 책임자인 Cass Sunstein 교수는 월 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4개월 동안 행정기관과 부처가
해당 행정입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30개의 행정기관이 규제개혁안을

104) Jeffrey S. Lubbers, A guide to federal agency rulemaking, 116-117 (3rd ed. 1998).
동법은 1986년, 1995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105) Id.
106) Sunstein 교수는 2008년 시카고 로스쿨에서 하버드 로스쿨로 자리를 옮겼는데, 공법(헌
법 행정법)과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또한 행동경제학자로도 유명한데, 베스트셀
러인 Nudge 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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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제시스템의 개혁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수억 달러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고 한다.107) 이러한 규제개혁은 기업에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도록 하여 수
출을 진작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 낡고 오래된, 그리고 진부한 과학기술의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입법도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령 제13563호에는 “21
세기 규제시스템은 공중보건과 복지를 보호하면서 경제성장, 혁신 그리고
직업창출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기업만
을 위한 일방적인 규제완화나 철폐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 그리고
환경문제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철폐로 인하여 안전, 보건 및 환경 등
보다 중요한 공익이 간과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미국의
최근 동향은 행정입법의 규제심사 및 입법지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다.
그 밖에 관리예산처는 입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즉 제안된 법률안
(proposed legislation)이 대통령의 예산과 행정부의 정책에 일치하는지 여부도
심사한다. 법제(입법)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예산처를 지원하는 기관도 두고
있다. 예컨대 법률자문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법제실(Office of
the Legislative Affairs) 및 입법심사국(Legislative Reference Division) 등이 그
러하다. 법률자문관실은 관리예산처장 및 참모 등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
며, 제안된 법률안에 대한 모든 법적 그리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해명
한다. 관리예산처의 법제실은 주로 입법적 쟁점에 대해 관리예산처장

107) 이와 관련하여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지는 2월 18일자 기사에서 과잉규제
의 미국(over-regulated America) 을 표제로 정하고 이를 상세히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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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및 그 조직에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알리기 위해 정보나 전략을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리예산처의 법제실은 의회와 백
악관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리예산처의
법제실은 현안이 되는 입법문제와 관련하여, 연방행정청의 법제실이나 의회
법제실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그리고 입법심사국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행
정부의 법률안이나 의견서 등의 제안에 대한 심사와 정리 등을 감독하고,
입법의견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Circular No. A-19 참조). 각 행정청은
법률안이나 의견서 등을 서면으로 관리예산처의 입법심사국에 제출한다. 각
행정청에는 입법업무의 조정을 위해 입법연락관(legislative liaison officers)을
두고 있다.
행정기관은 의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법안을 먼저 관리예산처로
보내는데, 관리예산처는 실체적 또는 기술적인 수정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
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제출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지침에 저촉되거
나 조정을 요한다는 권고를 받은 경우에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에
서108), 관리예산처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초안에 대해 강력한 심사권을 행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예산처는 대통령령(President’s Executive
Orders)109)이나 각서 등을 심사하고, 이를 공포 전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
달하기도 한다.

3. 검토
입법과정은 의회가 주도하며 원칙적으로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나, 행정

108) 관리예산처의 권고의 형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영도, 전게서, 305면 참조.
109) 대통령의 행정(집행)명령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 내의 공무원이나 행정청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하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법률의 수권을 받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 및 참고문헌은 권태웅, 전게논문, 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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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안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법제에
관한 업무는 관리예산처(OMB)가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예산처는 예산과 관
리 등의 업무 외에도 행정각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
하는 법률안의 초안은 행정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리예산처는 이를 심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안과 심사는 서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관리예산처는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관계 행정청과 의회 사이의
의견 조정과 쟁점정리를 하는 기능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의
정부입법과정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관리예산처는 법제처의 법안심사기
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제보다는 조정의 기능을 강하게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는 정부입법을 주로 대통령의 예산과 행정부의 정
책과 연계하여 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리예산처는 주로 입
안보다는 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입법의견의 조정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규제국(OIRA)은 수년 전부터 규제개혁
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부하고 낡은
과학기술의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 행정입법의 사전입법지원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미국의 정보규제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핸 규제심사와 정부정책
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규제철폐 및 완화 그리고 예산이나 비
용의 절감 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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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의 입법례
1. 입법과정의 개요
독일의 입법과정110)은 의원내각제이지만 다소 복잡한 편이다. 우선 법률안
의 발의는 연방정부, 연방참의원(Bundesrat), 그리고 연방의회(Bundestag) 세
기관이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연
방수상은 법률안을 연방참의원에 송부하고, 연방참의원은 6주 내에 서면으로
입장을 제시한다(다만, 위 기간은 예산법률의 경우에 예외이다). 이 경우 연
방수상은 법률안에 연방참의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송부한다. 연
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연방참의원의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111) 이 경우 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법률안을 수정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決 의

(Grundsatz der Unverrückbarkeit)이라고 한다.112) 반면, 연방

참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연방정부에 송부하고,
통상적으로 연방정부는 6주 내에 내각의 법률안으로서 입장을 표명한다(독일
기본법 제76조 제3항)113). 그 후 해당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보내진다. 그 밖
에 연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는데, 교섭단체
(Fraktion) 또는 연방의회의원 5%에 해당하는 의원(2013년 현재 의원 31명)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연방의회 의사규칙 제76조 제1항 참조).

110)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fgaben/gesetzgebung_neu/gesetzgebung/
weg.html 참조.
111) Hesse, Grundz 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4 Rdn. 513.
112) Jarass/Pieroth, Grundgesetz, Kommentar, Art. 77 Rdn. 2.
113) 연방각성의 조직, 연방각성 사이의 업무협조 및 헌법기관 등을 규율하고 있는 연방행정각
부공통사무규정(GGO; Gemeinsame Gesch 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이하
공통사무규정 이라 한다) 제57조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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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률은 “중심적 입법기관”114)인 연방하원에서 결정된다(독일 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문). 연방의회에 법률안을 독회(讀 )하기 전에 연방의회
의장은 이를 알리고 행정부에 등록된 후 인쇄한다. 연방의회의 본회의
(Plenum)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3독회(Beratung, Lesung)를 하고, 제3독회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다. 제3독회는 기본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115) 그러나
입법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작업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방참의원의 동의
(Zustimmung)가 있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란트(Land)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데, 독일의 입법절차에서
연방참의원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기본법에 따라 연방
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116),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합동)조사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사위원회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원이 동수로 참여
한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결정안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조사위원회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방의회는 해당 법률안
을 발효시킬 수 있으나, 연방의회에서 절대 다수결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의결된 법률안은 인쇄된 후, 연방수상 및 주무부처의 장관이

를 한다.

그 후 연방대통령은 법률안에 서명한 후 법률안의 공포 전에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적합하게 성립되고 내용상 명백히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그러한 의미에서 제한적 통제를 포함하는,
공증기능(Beurkundungsfunktion)을 수행한다고 한다.117)

114) Jarass/Pieroth, a.a.O.
115) Jarass/Pieroth, a.a.O.

116)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을 同意法律(Zustimmungsgesetze)이라고 한다.
117) Hesse, a.a.O.,

14 Rdn.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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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안 및 심사기구의 현황
이와 같이 독일기본법에는 세 국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입법절차의 특징을

의

局 (föderales Mitwirkungsstadium)118)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입법절차를 “정치적 의사형성의 최종단계”라고 보고 있다.119) 연방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일차적으로 각 부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Ministerialbeamten)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연방차원의 최종적인 검토는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가 담당한다. 우선 연방각부에서 법
률안이 마련되면, 이를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에 보고한다. 법률안의
준비를 위해서 란트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다. 연방정부
의 법률안은 대체로 서두에 법률안의 개관내용을 담고 있는 표제부
(Vorblatt), 법률텍스트의 초안(Gesetzentwurf) 및 이유서(Begründung)로 구성
된다(공통사무규정 제40조 내지 제42조 제1항 참조). 연방법률안의 초안이
제출되면, 연방법무성은 법체계적 • 법형식적 관점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
한다(공통사무규정 제46조). 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는 연방법무부외에 연방내무부도 참여한다(공통사무규정 제45조 제1항).
연방법무부는 법체계나 법형식 등과 관련된 법률심사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 조직은 총 6개의 局(Abteilu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국은
민사법, 제2국은 형사법, 제3국은 상사법 및 경제법, 제4국은 공법(헌법, 행
정법,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담당한다. Z국은

(Justizverwaltungs), 즉

법무부의 조직과 행정을 담당하며 법무부의 사무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R국은 법관, 변호사 등 법조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

(Rechtspflege)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120) 특히

118) L cke, in: Sachs (Hrsg.), Grundgesetz, 3. Aufl., Art. 77 Rdn. 1.
119) Hesse,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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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국은 다른 연방부처의 모든 법률안이나 법규명령안에 대해 법률심사를
하는데, 합헌성 여부뿐만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 있어서 모순은 없는지도
심사한다. 그리고 국제법이나 유럽법의 차원에서도 법률심사를 하고 있다.
제4국은 세 개의 課(Unterabteilung)로 구성되어 있다. A課는 기본법, 국가
조직 및 재무, 법률심사 • 법률용어조언 및 일반행정, 국가책임 및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률심사 및 법률용어조언 등을
담당하는 課(Abteilung Ⅳ A 3)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통사무규정 제42조 제5항에는 법률안이 언어적으로 올바르고 가능한 모
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각부의 법률안의 초안 작성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입법)담
당 공무원이 담당하는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법규정은 물론이고
관련 판례나 사실관계나 동향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법률수요
의 증가와 전문적인 입법의 등장으로 이를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에게 위
탁하여 수행하기도 한다.121) 과거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에게 전담시켜 법
률안을 만든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Wien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차관
을 지낸 Franz Klein이 만든 1895년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Eugen Huber가
만든 1912에 발효한 스위스 민법전 등이 그러하다.122) 이미 독일에서는 콜
(Kohl) 정부시절부터 “ 規의

”를 경험하고, 규범제정의 감축을 강조하

기 시작하였다.123) 당시부터 법률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
다.

120) http://www.bmj.de/DE/Home/home_node.html.
121) Hans Schneider, Gesetzgebung, 3. Aufl.,
122) Schneider, a.a.O.,

5 Rdn. 99.

123) Schneider, a.a.O.,

5 Rdn. 102.

5 Rdn.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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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독일의 입법과정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독
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란트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참의원이 입법과정
에 참여하고, 연방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란트의 의견을 묻는다.
이와 같이 독일의 입법과정에서는 연방과 란트가 서로 협력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독일의 입법례에서도 입안과 심사는 구분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법률안의 초안은 연방각부의 법제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데, 연
방행정각부공통사무규정(GGO)과 같은 통일된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법률안
의 초안 작성을 외부전문가(법학교수, 변호사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주로 연방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법체계나 법형식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심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연방법무부의 조직과 구성이다. 연방법무부는 6개의 국으로 구분되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국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및 경제법, 그리고 국제법 및 유럽법 등 모든 법분야를 망라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연방법무부에는 모든 법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법률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무부 소속 공무원
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대부
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법률전문가들이다.
그 밖에 연방법무부에는 법률안의 합헌성 심사를 하는 課를 별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법률안이 헌법적 제한과 한계를 유월하
였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독일의 입법례는 실체법을 중시
하는 전통적인 대륙법계국가 중 하나이며, 법적 근거를 중시하는 법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고규범이자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은 법제
정과 법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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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입안과 제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일단 제정
된 법률의 조문변경은 거의 없다. 물론 깊이 있는 노력을 통해 조문이 추가
되는 경우는 있다. 이러한 입법전통 때문에 각 분야별로 주석서가 출간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석서의 내용들은 판례에도 인용되고 있다. 법률의 잦은 개
정과 통폐합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안의 입안과 개
정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는 입법학의 좋은 모델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Ⅳ. 일본의 입법례
1. 입법과정의 개요
일본의 입법과정도 다른 국가의 경우와 유사한 편인데, 대체로 ① 법률안
의 제출, ② 심의(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③ 의결, ④ 공포의 순으로 진
행된다.124)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원회 • 조사회가 제출
하는 의원입법과 내각이 제출하는 법률안이 있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
률안은 의원입법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중의
원의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 또는 참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일본 국회법 제56조 제1항 본문).125)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
는 법률안의 발의에는 중의원의 경우에 50인 이상 또는 참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또한 내각법 제5조에 의하면 내각총리대
신이 내각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제출

124) 佐 幸治, 日本國憲法 , 成文堂, 2011, 454 .
125) 임종훈, 전게서,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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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각

에서 입안하며, 內閣

局은 송부된 법률안을 심사한다.

다만, 예산이 관련된 법률안의 경우에는 재무성(주계국)의 심사를 받는다.
내각법제국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내각관방에 회부하고, 내각관방은 사무
차관회의 등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쳐 각의에 부의하며, 해당 법률안은 각의
의 결정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된다.126)
중의원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위원회가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일본 국회법 제56조 제2항, 제56조의3). 그러나 입법과정은 형식적으로
는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나127), 실질적으로는 정당, 특히 ‘여
당’의 심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의 ‘정무조사회’는 중추
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에 소속되어 있는

는 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조직을 갖고 입법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한다.128) 본회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

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일본 헌법 제59조 제3항). 그러

나 일본에서는

이

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의

원이 의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수정가결한 경우에도 중의원은
재송부된 법률안을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 경우에는 법률
이 될 수 있다(일본 헌법 제59조 제2항).

2. 입안 및 심사기구의 현황
일본에서도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그 심사는
內閣

局이 담당한다. 한편, 의원입법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를 돕는 기관

126) 임송학,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을 다녀와서, 법제, 2007. 2, 148면.

127) 佐 幸治, 前揭書, 454 .

128) 임종훈, 전게서,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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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도 각 법제국을 두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초안
은 각 성청의 주무과에서 작성하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의견수렴의 과
정을 거친다. 각 성청은 여당심사를 거친 후 내부적으로 확정된 법안을 내
각관방에 제출하고, 내각관방은 각 성청에서 제출한 閣

를 내각법제

국에 송부하게 된다. 이로써 내각법제국의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129) 이 단계에서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
내각법제국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內閣을 보좌하는 기관인데, 각
입안한 법률안뿐만 아니라,
적인 입법작용인
閣

大 (

130)이나

조약 등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실질

의 제정은 내각의 권능에 속한다.131) 내각법제국은 內

), 內閣이나 각

령해석을 비롯하여 법령안,
국은 內閣

에서

의 大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하고, 법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내각법제

局으로서 정부제출법률안이나 정령의 심사입안, 또는 법률

문제에 관하여 내각이나 국회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소관으로 하고 있
다.132) 즉 내각법제국은 閣 에 붙이기 전에 법률안의 예비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주관성청이 입안한 법률안 원안에 대하여 헌법이나 현행 법제와의
129) 임송학, 앞의 자료, 147-148면.

130) 政令은 합의체인 내각이 제정한 법규명령이다. 정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유사하다
는 견해도 있으나, 이와 동일한 형식의 법규명령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一 은
정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명령에 해당하나, 일정 한도의 위임명령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
다(小林直樹. 憲法
(下), 新版, 1981, 270 ). 통상적으로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임명령은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그러나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
본에서는 집행명령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견해도 유력하다(塩 宏, 政法 ( 政法
),
四版, 86-87 ). 일본에서 命令 으로는 불리는 것에는 내각의 정령 외에도 내각총리대신
이 총리부의 수장으로서 발하는
理府令 내지 內 府令 , 각 성의 대신이 발하는 省令
그리고 각종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則 이 있다. 이러한 명령의 개념은 일본에서도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兼子仁, 政法學, 1997, 91 ). 위에서 말하는 명
령은 대체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塩 宏, 前揭書( ), 86 ). 한편, 오늘날 독일에서는 명
령(Verordnung)을 대체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 으로 이해하고 있다.
131) 塩 宏,

政法

( 政

132) 塩 宏, 前揭書, 62 .

法),

四版, 2012,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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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입법내용의 법적 타당성, 입안의 의도가 법문에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여부, 조문의 표현이나 배열 등 구성이 적당한지, 용어에 오류는 없는지 등
을 심사한다. 이와 같이 내각법제국은 주로 법률적 또는 입법기술적 관점에
서 심사를 하는데133), 법률안, 정령안 및 조약안을 부별로 분담하여 심사하
고 있다. 특히 내각법제국은 전쟁의 포기와 자위권행사의 허용여부 등을 규
정한 헌법 제9조, 즉 평화헌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
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134) 또한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통
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35)
내각법제국은

이후 1873년 오늘날 내각에 해당하는

에 법제

과를 두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친 후 1875년에 법제국이 설치되었다가 1880
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법제국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85년
12월 23일 내각제가 실시된 후에 이른 뒤이다.136) 법제자료에 의하면, 내각
법제국의 정원은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82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조직이
다.137) 내각법제국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은 ‘內閣
각법제국의 책임자는 內閣

局

’이며, 내

局 官으로 내각이 임명한다. 내각법제국장은

내각법제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내의 직원을 임면하고 복무를 감독한다.
내각법제국은 내각법제국장과 차장, 그리고 1실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 • 회계 • 조사 등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주간)을 제외하고,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는

과

官

(책임자: 총무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에

官(4~6명)이 배속되어 있다. 참사관은 대체로 각

이나 재

판소 또는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며, 부장은 참사관 중에서 임명된다. 특

133) http://www.clb.go.jp/law/process.html#process_1 참조.

134) 塩 宏, 前揭書, 62 .

135) 塩 宏, 前揭書, 62 .
136) 일본 내각법제국의 연혁에 대해서는 이재학, 일본 내각법제국의 고찰, 법제 1997. 6.
137) 임송학, 앞의 자료,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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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각 성청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은 각 성청에서 15년 이상의 행정경험을
가진 유능한 공무원들인데, 내각법제국에서 3~5년 정도를 근무한 뒤 본래의
소속기관에 복귀한다.138) 제1부에는 참사관, 법령조사관 외에 헌법자료조사
실을 두고 있다. 헌법자료조사실의 설치근거는 내각법제국설치법 시행령 제
1조의2에서 찾을 수 있다.
제1부는 주로 내각총리대신이나 각성대신 등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률안의 심사는 내각 및 성청을 세분하여 제2부, 제3부
및 제4부에서 담당한다. 제2부는 내각(내각부 제외), 내각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청 제외), 법무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또는 방위성과 관련된 업
무를 맡고 있다. 제3부는 금융청, 총무성(공해등조정위원회 제외), 외무성,
재무성 및 회계검사원과 관련된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4부는 공정거
래위원회, 공해등조정위원회,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과 관련된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39)

3. 검토
일본에서도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는 분리되어 있다. 일본의 내각법제국에
서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부처별’로, 즉 각

로 업무를 구분하여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의 담당부서가 반드시 관련성을 가진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내각법제국의 조직구성이 반드시 체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제2부는 법무성, 문부과학성, 국토계획성 및 방위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3부는 금융 및 재정에 관련된 부서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총무성
과 외부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사부의 참사관은 대체로 다른 성청, 재
138) 임송학, 앞의 자료, 145면.
139) 한편, 2007년도의 법제자료에 의하면, 총무성은 제2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임
송학, 앞의 자료,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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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나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어서, 각 부처별로 법률안, 정령 및 조약안
등을 심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각
견되는 공무원들이 內閣

에서 파

局에서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입안과 심

사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 내각법제국의 공무원(참사관)들은 대부분 파견된 공무원이며, 다시 본래
의 성청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정부 내의 법제전문기관에서 법제(입법) 전문
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제업무의 일관성을 유
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각법제국은 일본정부 내에서 헌법해
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고유한 입장을 표시하기도 한다. 최
근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각법제국의 헌법해석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Ⅴ. 프랑스 입법례
1. 입법과정의 개요
프랑스의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Sénat)과 하원(Assemblée Nationale)로 구
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입법과정은 ① 법률안의 발의, ② 위원회의 심의, ③
본회의 심의 • 의결, ④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합헌성 심사, ⑤
법률안의 공포의 순으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입법례는 국회의 심의 • 의결
후 법률안의 공포 전에 ‘헌법평의회’의 위헌심사를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헌법평의회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에 의
해 각 3명씩 임명된다. 헌법평의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
표의 감독, 헌법이나 법률 해석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프랑스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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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63조 참조).
법률안의 발의는 총리와 의원에게 있는데, 의원이 제출하는 것은 의원발
의 법률안이 되며 총리가 제출하는 것은 정부제출법률안이 된다. 국가에 재
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총리가 제출
하는 정부제출법률안은 일반 재정이나 사회복지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법률
안을 제외하고, 상원 또는 하원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140) 의
장단에 제출된 법률안은 그 사안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상
임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정부 내
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outside experts)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추가적인 정
보를 얻기 위해 청문이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다.141) 그러나 정부제
출법률안은 위원회의 수정여부와 상관없이 그 원안이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된다.142) 법률안의 확정은 양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 합의를
위해 두 차례의 교대심의(navette)가 행해진다. 이러한 교대심의를 통해 양원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원의 동수로 구성된 ‘양원협의회
(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개최되고, 정부는 ‘양원협의회’의 단일안을
양원의 심의에 다시 회부하게 된다. 여기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는 하원이 최종의결을 하게 된다.143)

2. 입안 및 심사기구의 현황
프랑스에서 법령안의 입안은 주로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다른 부처와
함께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입법이유서 내지 제출보고서 등이 첨

140) http://www.assemblee-nationale.fr/english/index.asp.
141) http://www.assemblee-nationale.fr/english/index.asp.
142) 임종훈, 전게서, 86-87면.
143) http://www.assemblee-nationale.fr/english/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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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된다. 프랑스의 주요한 법제기구로는 내각사무처(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의 법제실(service législatif)과 국참사원(Conseil d’État)을 들 수
있다.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은 각 부처가 작성해서 보낸 법률안의 형식심사
와 부처 간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 부처 간의 의견조정은 부처간 연석회의
를 통해 한다.144)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주로 국참사원이 담당한다. 프
랑스에서는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 사법제도에 대한

이 있어 아

직까지 통일된 사법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145) 국참사원은 정부의 입법에
대한 최고자문기관임이자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이나, 사법부가 아
니라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146) 국참사원은 총 7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
다. 즉 행정소송, 보고 및 연구, 재무, 내무, 공공사업, 복지 및 사회보장, 그
리고 행정으로 구분된다.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국참사원은 42개의 행정심판
소와 8개의 행정법원 및 특별법원 등을 책임지고 있다. ‘행정’에 관한 분과
는 2008년에 신설되었다. 법률의 자문은 재무, 내무, 공공사업, 복지 및 사회
보장, 그리고 행정 분과에서 담당한다. 자문을 담당하는 각 분과에서는 관련
된 영역에서 각 부처의 법률명령(Ordonnance),

(décrets) 등을 심사한다.

국참사원은 내각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법률적 쟁점과 문제를 심사하고 이
를 내각에 제출한다. 국참사원은 매년 110개의 법률안, 900개의 법규명령안
그리고 법률적 성격이 없는 300개의 텍스트를 심사하고 있다.147) 국참사원
144) 임종훈, 전게서, 92면.
145) 프랑스의 행정소송제도는 일반사법재판소와 달리 독립적 지위에 있는 국참사원이 설치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재판소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혁명 이후에 행정사건은 사
법재판소의 관할에서 배제하여 특별행정재판소의 관할로 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소송제도
는 국참사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프랑스의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完全審理
, 取消
,
및
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송인
權
(le
Recours pour Exc s de Pouvoirs)은 취소소송에 해당하며, 완전심리소송은 당사자소송
에 가깝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국참사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책임제도가 확립되었는데,
블랑코(Blanco)판결 이후 민사상의 배상책임과 결별하고 행정상의 배상책임제도가 발달하
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46) 대체로 국참사원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최고법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임종훈, 전게서, 91면; 박영도, 전게서, 309면). 다만, 조직적인 측면에서 司法府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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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년 약 30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5개의 감사직에는 국립행정학교
(ENA)의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이 채용되고 있다. 한편, 자문을 담당하는
분과에는 법제담당자(rapporteur)가 있어, 법제에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고 관
련된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와 고위공무원들은 정
부위원(Government commissioners)으로 불리는데, 국참사원에 법률텍스트의
일반적 범위와 관련된 설명, 각 부처의 입장이나 이유 등을 전달한다. 그 밖
에 수상의 직속기관으로 내각의 사무를 담당하는를 내각사무처가 있다. 부
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상이 조정을 하며, 내각사무처
는 이를 돕는다. 내각사무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상에게 자문을 제공하
며, 종종 법률안의 입안을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3. 검토
프랑스의 입법과정에서는 헌법평의원에 의해 법령안의 위헌심사가 이루어
진다는 점도 다른 입법례와 차이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입법과정도 입안과
심사가 분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정부입법의 비중이 더 높다. 나아가 심사에 있어
서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은 법령안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수행하면서 각 부
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참사원은 법령안에 대해 전문적
인 사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참사원은 각 부처가 입안한 법률안에 대하
여 재무, 내무, 공공사업, 복지 및 사회보장 등 분야별로 법제에 관한 자문
을 담당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법령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참사원은 법제에 관한 자문기능을 함과 동시에, 행정부에 소속되
147) 프랑스의 국참사원에 대해서는 http://www.conseil-etat.f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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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행정소송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국참사원은 사법적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에 관한 자문을 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주로 법령안의 심사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건에 관한 사법심사권을 가진 국참사원이, 법령안에 대한 사
전지원이나 각 부처의 의견조정 등은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이 담당하고 있
다. 따라서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은 대체로 사전지원이나 조율 등의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법령안에 대한 심사는 법률자문과 행정소송의 업무를 병행
하는 국참사원이 담당하고 있다. 법령안에 대한 심사권은 독립된 행정쟁송
의 심판기관을 가진 국참사원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프랑스에는 법령안의 심사와 사법심사가 동일한 기관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입법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프랑스

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법
률텍스트의 검토에 있어서 각 부처에서 국참사원에 파견된 관료 및 공무원
들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같이 국참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정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령안의 심사를 함과 동시에, 행정소송
도 심사한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입법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Ⅵ. 검토 및 정리
영국에서는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를 모두 내각사무처 소속의 법제실(OPC;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법제실의 법제관들로서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제전
문가들로서 구성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법률안의 입안주도권은 내각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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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제실에 있으나,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의
입안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외부의 법률가들에게 위탁하였

으나 법제전문기관이 만들어진 후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법
령수요의 증가로 인해 법률안의 입안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
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관리예산처(OMB)가 법제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데, 제안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예산과 행정부의 정책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또한 관리예산처는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관계 행
정청과 의회 사이의 의견조정과 쟁점정리를 하고 있고,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규제국(ORIA)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총괄적 규제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의 법률안 초안을 연방 각부의 공무원들이 담
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주로 연방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6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
사법 및 경제법, 그리고 국제법 및 유럽법 등 모든 법분야를 망라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연방법무부에
는 법률안의 합헌성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과를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
다.
한편, 일본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은 각 부처에서 하고, 그 심사는
내각법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내각법제국의 법안심사는 헌법이나 다른 법
률과의 충돌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부처별로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내각법제국의 참사관들은 각 성청,
재판소나 검찰 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점이어서, 법제전문가를 지속적
으로 양성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한편, 내각법제국은 일본정부 내에서 헌
법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데, 헌법자료조사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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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프랑스에서는 입법과정에 헌법평의원에 의한 법령안의 위헌심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령안의 입안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그 심사는
국참사원(Conseil d’État)에서 하고 있다. 또한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은 법령안
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수행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고, 국참사원은 분야별로 법제에 관한 자문과 법령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참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행정소송사건도
행하고 있어, 법령안에 대한 심사와 사법적 통제가 동일한 기관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98

● ● ●

. 부문별 법제 컨설팅의 발전 방안

|

제4장
장 유형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
Ⅰ. 부문별 법제 컨설팅의 발전 방안
1. 공공부문의 법제 컨설팅의 현황
(1) 공공부문의 필요성 및 업무영역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입법 주도권을 행사
해야 한다.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IT,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어려운 과제
이기도 하다. 특히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효율
적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법제 컨설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부처에
서는 법률안의 입안을 수행할 법제전문가가 매우 불충분하고 급변하는 법령
의 수요와 전문화에 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실무
에서는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 외부전문가나 민간기관
등에 법률안을 위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외부전문가나 민간기
관 등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전체 법질서나 법령체계와의 관련성이나
모순 여부, 그리고 형식적 완결성의 구비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심사는 법제처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입안이 상당히
진전된 사후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
의 입안단계에서 공공부문이 사전입안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영역은 대체로 일반국민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거나 공익과 관련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안의 입안에 있어서 ‘공
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의 법률안 입안에 있어서는 사사로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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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나 이익단체와 같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최근 일부
대형로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 컨설팅은 입법의 ‘상품화’ 또
는 ‘영리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입법컨설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입안은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의 법제 컨설팅은 공공부문이 수행하기 어
려운 영역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할
법률안에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비롯한 민 • 형법전 등 기본적인 법률
들은 물론이고, 국가의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이 해당된다. 예컨대 국가안보, 재정, 경제, 보건
및 안전,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들이 그러하다. 한편, 영국의 공적 법
률안(Public Bills)은 대체로 조세나 공적 자금과 같이 ‘재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법률은 대체로 의원(하원)입법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법률안 입안
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국과 같이 의원제출
법률안과 사적 법률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정
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오히려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크다. 하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 법률안과 사적 법률안이 구별되
어 있으나, 공적 법률안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법률안의 입안
및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내각사무처의 법제실(OPC)이 법률안
의 초안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다. 또 다른 의원내각제국가인 일본의 內閣
局, 독일의 연방법무부 등도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정부제출 법률안을

입안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국가인 미국에서도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를 관리예산처(OMB)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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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의 한계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법률안의 입안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에
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행정각부에는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조직이
있다. 예컨대 행정각부의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법무담당관(예컨대 안전행정
부)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예컨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등이 있는데, 이
러한 부서에서는 대체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해당 사업과의 서기관이나 사무관 등이 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특히 행정각
부에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인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규제개혁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본연의 법률안 입안
업무가 소홀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과 부족한 전문 인력만으로 효율
적이고 전문적인 법제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에
법률안의 입안을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각 부처의 사업과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스스로 입안하
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이 전문적

•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다른 부처에 비해 외부위탁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경
우에는 외부위탁에 의해 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에 근거하여 다시 논거
를 마련해야 되므로 입안에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2. 민간부문의 법제 컨설팅의 현황
(1) 민간부문의 필요성 및 업무영역
민간부문의 필요성은 앞에서 언급한 공공부문의 한계 내지 문제점에 상응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사정의 급변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정확하고
신속한 법제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를 보완하는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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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 컨설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화 • 세분
화 •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법령의 전문화, 기술화 그리고 융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원자력법, 생명공학법 및 안전기술법 등의 분야가
그러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에 위
임하거나, 나아가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독일에서
는 불확정법개념이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행정규칙에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그러나

법규성을 인정하여 소위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인정하

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법률안 입안을 법학교수 • 변호사 등에
게 개별적으로 위탁하거나, 각 전문분야의 법률가들을 함께 참여시켜 비교
적 ‘완결된 입법(lückenlose Gesetzgebung)’을 만들고 있다. 예컨대 통일 환경
법전(Umweltgesetzbuch)의 경우에는 총론과 각론 분야를 구분하여, 오랫동안
독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연구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비록
법률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안 초안의 수준은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심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철저히 거치고 있다.

(2) 민간부문의 한계
이미 공공부문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법률안의 입안을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적지 않
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주요한 법률안을 대형로펌에 위탁하는 경우
에 입법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도 있고, 또한 민영로펌들은 분쟁에 있어
서 소송대리를 맡기 때문에 법률안의 내용에 ‘공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입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로펌의 주요한 고객인 기업들이 이러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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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이나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형로펌의 입법지
원팀의 구성원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거나, 주요 행정부처의 퇴직공무원 출
신이 적지 않다. 특히 퇴직공무원 중에는 재직 중 해외연수를 통해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무법인에 채용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에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수탁사업
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률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공청회 • 국회세미나 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언론에 홍보를 하여 입법
목적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다. 나아가 여론수렴과정에서 특정한 로펌이 법률
안의 입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가능성도 농후하여, 이익단체나
관련 단체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을 우려도 적지 않다. 요컨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초안을 만드는 기관의 공공성의 부족이나 이익단체의 로
비 등으로 인하여 편파적인 입법이 만들어지거나, 규범의 홍수로 인하여 이
러한 법률안에 대한 공공부문의 통제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

3. 법제 컨설팅의 발전방안
위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제 컨설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
고, 양 영역의 법제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영역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
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법제 컨설팅의 상생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법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민
간부문의 법제 컨설팅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법제전문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법령입안 지원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법제전문가의 장기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공공부문의 보완을 위해서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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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컨설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지만, 법제의 ‘외부화’보다는 외부전문
가의 ‘내부화’가 필요하다. 즉 각 부처에서 외부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위탁하
는 것보다는 법제자문위원인 ‘정부입법지원위원’(가칭)으로 위촉하여 총괄적
으로 관리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5장 Ⅰ. 2.에서 상술함).
종래에는 일선 행정부처에서 주로 편중된 전문가를 통해 용역을 발주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법률안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안의 입안이 부실하거나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
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영향
력이 개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민감한 법률안은 의원입법
의 형식으로 발의될 우려도 있다. 각 부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법제전
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어느 정도의
공공심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법률안을 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발생
하는 공정성 • 전문성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법률안 입안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각 부
처의 법제담당관과 법제처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팀(Bill Team)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컨설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팀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전문지식을 위해 법률안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팀이 주도가 되어, 민간부문이 작성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와 법제처의 협력은 사전입법지원을 통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각 부처의 입안권
한이 침해될 우려도 불식시키고 각 부처의 저항감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
으로 보인다. 사전입법지원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의 ‘조정자’
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48)
148) 일찍이 행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입법주도권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입법
지도자로서의 행정부 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우병규, 입법과정론, 일조각, 1970, 118-1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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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체계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
1. 논의의 기초
법체계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은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의 설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규범의 조직과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향후 법제의
기본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늘날 법규의 홍수 속에서
는 입법의 남용, 하위법령에 무용한 위임 등을 통해 피상적인 입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성과주의와 지역
구 의원의 민원성 입법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의 자료에 의하
면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의뢰에 따라 법률안 성안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17대 국회에서는 4,399건, 제18대에는 10,672건이었으나, 제19대에
는 25,000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 2. 24. 현재 6,394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국가의 중요정책을 추진하
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체계별 • 법형식별로 입법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중요도에 있어서도 입안지원제도가 달리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되었는데,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
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제출 법률안인데, 사후심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사전입법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규명령의 입
안에 있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명확성심사의 위배 여부, 법형식의 적정
성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행정규칙의 입안은 법형식의 선택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을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를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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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법형식별로 사전입법지원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기
로 한다.

2. 법형식별 사전입법지원의 발전방안
(1) 법률안의 경우
이미 법률안의 입법과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 부처의 법제전문가
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게 조문화가 되지 못하고 지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지연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
거나 일반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신속한 법제화가 요구
된다.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는 사후적이다. 법제처는 형
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도 수행한다. 즉 법제처는 절차(협의,
입법예고 등)나 규제심사 등을 거쳤는지 여부,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
률안인지 여부, 그리고 사정변경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또한 법제처는 내용상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법
리적인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실질적 심사는 중요한 사항인데, 법리
적 문제가 대두하는 경우에는 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전입법
지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절차경제의 측면에서 바
람직할 것이다. 또한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에 수탁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서 공정성 • 전문성 등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입법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
러한 구조와 법령안의 급증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심사도 깊이 있게 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처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될 수 있어, 행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안에도 입법이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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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이유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이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입법이유서의 내용은 대부분 충
실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입법의 선진화를 위해 보다 충실한 입법이
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제 정부의 중요한 법률들은 법무부에서 개정위
원회를 만들어 개정안을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법학교수, 변호
사 및 법관 등)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충실한 법률안이
탄생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이러한 법률안도 최종 단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정위원회의 오랜 연구
끝에 합의된 사항이 납득할 이유 없이 최종단계에서 수정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신속한 법률안의 입안을 위해서는 사전입법지원이 필요하나, 전문 인력
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법제처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우수한 법
제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각 부처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전문가의 풀(pool)을 확보하고, 부처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외부전문가 자문그룹으로서 법제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가 자문위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제처 내에 법제자문단을 만들어 각계의
법제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각 부처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할
수도 있다. 자문위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연구 분야와 전문성 및 실적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
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도기적으로 자문위원의 자문료나 회의
비 등은 각 입안부처에 충당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법률의 입안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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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부처의 법제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일선 부처에서 이러한 전문가의 풀(pool)을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법률안을 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탁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의 사전입
법지원은 전체 입법과정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각 부처
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 일선 입안부처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부처간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이다.
한편,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형식적 심
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의 범주에 속하는 법리적 문제점들로
모두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사전입법지원에 있어서 자구나
체계 등 법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심사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할 경우에
사실상 법률안의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부처의 이
중심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 업무부담의 가중, 그리고 입법지연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입안단계에서 법제처가 어려
운 법리적 문제들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전체 법령 체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법리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질적 심사의

범주에 속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각 부처는 이러한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법률안을 수정 • 보완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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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명령의 경우
총리령의 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법제
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므로 총리령을 직접 입안하여도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총리령도 대체로 국무총리 소속의 관련 기관
에서 입안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
후 공포절차로 가지만,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 후 차관회의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제처의 사
전입법지원은 각 부처의 입안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안의 위헌 • 위법 여부의 심사나 법리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 여건 속에서 법규명령안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위해 각 부처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팀(team)을 구성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법규명령안의 법적 쟁
점에 관한 세미나,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 법제처에 사전자문을 구하도록 제
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제처는 주로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를 넘어서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법규명령이 수권 법률의
위임 범위를 유월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에는 헌법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독립된 부서가 없는데, 사전입법지원을 위해서는 이러
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전문적인 조직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내각법제국의 헌법자료조사실을 모델로 하
는 것도 가능하다. 과도기적으로는 법제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자문
위원회나 헌법자문단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례적으로 법제처
는 소속 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연구관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헌법전문가로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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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여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및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
대 법규명령의 입안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헌법적 또는 법리적 문제점을
사전에 법제처에 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행정규칙의 경우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밖
의 훈령 • 예규 등에 대해서는 (수시)사후심사제를 하고 있다. 행정규칙에 대
해서는 통제(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중요한 법규적 사항
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
(특히 본질사항유보설)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행정규칙에
위임의 법리를 허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
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
정규칙의 사전입법지원은 법규적 사항이 포한된 경우에, 헌법이나 상위법령
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는 경우에 법제
처장은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심사’를 모든 행정규칙의 입안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법제처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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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정형식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
1. 문제의 상황
정부는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
의 경우에는 위탁사업방식으로 운영하고,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대체로 법령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법률안이었다고 한다. 실제 2011년에 선정된 수탁사업자(대형로펌
2, 민간단체 1)에 1년 단위로 25개의 법률안 입안을 위탁하였다. 이 가운
데에서 제정법률안은 절반에 가까운 12건이었다. 2013년에도 12건의 법률
안을 위탁하였는데, 대부분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이었다. 특히
2011년도에 위탁한 제정법률안 12건 중에서 「항공안전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전문적 • 기술적 분야이거나 공중
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분야의 입법은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법률안의 입안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 법제처의 공무원이 주
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위탁사업방식의 경우에 선정된 수탁사업자들이 항공법이나 안전기
술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을 민
영로펌이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탁사업방식을 앞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제정법률안
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거나 입
법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정부제출 법률안의 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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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법률안의 입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입안에 있어서
외부위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정형식별 사전입법지원을 어
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개정형식별 구체적 발전방안
(1)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분석을 조기에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법률의 전부개정의 경우에도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이나 배경을 존중하고 전
체적인 법령 체계나 구조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면개정은
대부분 사회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대폭적으로 수
정해야 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면개정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대폭 수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정당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이유
서나 개정이유서를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사전입법지원에서 위탁사업방식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므로, 법
률안의 입안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제
정법률안의 경우에 해당 법률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지식, 법리적인 분석이
나 내용의 검토, 외국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등은 연구보고서의 형식
으로 외부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탁은 단순한 자문의 방식보다는 깊이 있는 내용의 전문화, 충실한 법리분
석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민간섹터의 의견수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전체적인 법령의 체계나 구조, 헌법적 고찰이나 판단, 입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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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의 심사 등은 법제전문기관이 사전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입안시켜야 할 경우에는 각 부처
에서 법제를 담당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도하고 법제처의 공무원이
지원하는 팀(Bill Team, TFT 등)을 만들어,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
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
부처의 법제(입안)담당자 2~3명, 법제처의 공무원 1~2명 등이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법률안의 내용이나 전
문성 •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전입법지원의 발전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통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
구하지 않는 경미한 법률의 제정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을 통해 사후심사에 있어
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조기에 심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으나, 법제처의 사후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에서 법제처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기술법이나 안전법의 분야에는 관련 전
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기 이전
에 의견이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회
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위탁의 경우에 용역을 의뢰받은 민간기
관들은 ‘전문가 자문회의’의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
당 발주부처의 공무원들도 참관하여 입법의 배경이나 정책의 방향 등을 부
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나, 각 사업과의 공무원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많아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문가회의에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이 참관하거나
법제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조언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제정

● ● ●

113

|

제4장 유형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법률안이나 전면개정법률안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각 부처의 법제담당관과
법제처의 공무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팀
을 만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의 조
직 강화와 법제전문가 양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이 문제에 대
해서는 제5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함).
한편, 국민의 권익이나 복리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체
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독일의

사회법전(SGB;

Sozialgesetzbuch)이나

행정법원법(VwGO;

Verwaltungsgerichtsordnung)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분야의 법률안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주석서가 간행될 수 있도록 조문의 잦은 변경을 지
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및 사회보장법제 등의
법령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전부개정법
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

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의 전

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장점은 각 조항의 의미나 외국
입법례의 사례, 그리고 전체적인 법리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참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도 있다.
해당 개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때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아웃소싱(outsourcing)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공부문이 주도
해서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는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팀(team)을 운영

114

● ● ●

. 검토 및 정리

|

할 필요는 없다. 만약 문제가 되는 조항이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구할 경우에는 법제처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법제자문위원을 참여
시킬 수도 있다.
실제 각 부처의 입안담당부서에서도 법령의 제정이나 전부 개정의 경우에
는 사전지원서비스를 원하지만,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제지원센터를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관행적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법제처나 관계 전문가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를 공
식화해서 위촉된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전문가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일부개정
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입법지원위원에 의뢰해 의견을 구하고 있
다.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
고, 설사 문제가 되는 조항이나 규정의 경우에도 비교적 쟁점이 명확한 경
우가 대부분이다.

Ⅳ. 검토 및 정리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안의 입안은 재정, 안전, 보건 등
과 같이 국민의 권익 및 복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
에 있어서, 또는 공공부문에 법제전문가가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하
게 법제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부분의 법제 컨설팅이 보완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에
도 공공부문이 법률안 입안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야 한다. 외부위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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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경우 참관하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법제(입법)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요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공
신력 있는 학회에 위탁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 내에 ‘위원회’를 설
치하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법률안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조직 및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나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자
격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
용하여 법제전문가로 육성하여야 하고, 법제처의 조직을 개편 • 확충할 필요
가 있다.
국민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안을 신속하게 입안해야
하는 경우에 팀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각 부처에 법무담당관과
법제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법률안을 만드는 팀(bill team 또는 TFT 등)을 구
성하여, 법률안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
무기관과 법제처 중 어디에 팀을 둘 것인지, 법제지원단의 적은 인원으로
가능한지 등이 문제가 된다. 현재의 상황으로 입안의 권한은 각 부처에 있
기 때문에 법령안의 주무기관에 팀을 두고, 법제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총괄하기 위해서
법제처 산하에 자문위원단을 두고, 각 부처의 사전입법지원을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법제처에는 헌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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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 사전적 법령입안지원의 강화를 위한
개편전략의 수립
Ⅰ. 사전입법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조직개편방안
1. 법제처의 단계적 조직개편전략
(1) 조직개편전략의 기본방향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후의 적법성통제를 단계적으로 사전심
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제처의 조직개편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에는 각각의 제도적 장점과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입안과 심사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전담
하고, 입안단계에 직접 관여하여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는 방안이다. 입안과
심사를 법제처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법제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제처가 입안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
나, 각 입안 부처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령이 점증하는 현재의 추
세에 비추어 법제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각 부처
의 정책배경이나 이유 등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점도 있어, 현실적으로 입
안에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입안지원기능과 심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법제처가 사후의 적
법성통제를 사전심사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서 본래의 심사기
능과 입안지원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입안부처에서
사전입법지원을 사실상 사전심사의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입안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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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담당자에게 이중심사의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입안지원과 심사를 연계하여 조기에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
후심사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은 이중심사를
피하고, 입안지원을 통해 사후심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그러나 입안지원기능과 심사기능이 통합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도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입안지원부서와 심사부서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업
무의 가중이 생길 수 있고, 사전입법지원보다 심사기능에 치중할 경우에는
사전입법지원의 독자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또한 사전입법지원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심사로 운영될 수도 있다.
셋째, 현재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을 확대 • 강화하는 방안이다. 입안과
심사가 분리된 현실에서, 사후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전입법지원을 현
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즉 사전입법지원을 통해 각 부처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법령안과 관련된 입법례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
식으로 입안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이나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독자성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전략의 기본방향을 현재의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안과 심사의 기능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각 부처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법제처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각 부처와의 협업이 관건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내각사
무처의 법제실이 주도가 되어,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한 팀을 이루고, 법률
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내
각법제국에 파견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는 사전입안부서와 심사부서와의 조직통합을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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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사전입법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
단된다.

(2) 법령입안지원과 의 조직 강화
(가) 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사전입법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지원단의 조직 강화와 인력확보가
급선무이다. 법제처에는 법제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법제지원단’이
있다. 법제지원단은 단장 및 법제관(3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인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주로 의원입법의 검토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근래에
는 ‘의원입법’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법제지원단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제지원단 산하에는 ‘법령입안지원과’가 있으나, 소속 공무
원은 총 5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자치법제지원과’는
법령해석정보국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법령입안지원과’에서는 주로
법령입안의 지원, 기획 및 법령입안심사기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제지
원의 업무는 실제 2명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인원만으로 효율
적인 사전입법지원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전입법지원을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관한 법제처의 최근 자료(2013. 7. 8.자)에 의하면,
정부입법계획 대상 법률 총 342건 중 186건이 입안되어, 26건이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통과된 것이 47건이다. 부처별로
입법추진상황을 보면, 국토교통부(42건), 법무부(36건), 안전행정부(33건), 산
업통상자원부(23건), 해양수산부(22건), 기획재정부(21건), 환경부(20건) 등의
순이다. 입안의 현황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19건으로 가장 많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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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법제처가 조직개편을 통하여 법제지원단 또는 법령입안지원과를 대폭
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현재의 조직과 인원만으로는 각 부처의 법령입안
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입법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법제지원단(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 부처의 법제 담당자들은 대부분 법령수요
의 증가되는 추세를 이유로 법제처의 인원이 대폭 증원되기를 희망하고 있
으며, 가능한 한 법제처 내에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
문단제도를 신설 •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제처의 사이트에 각 부처별로 개
정자료, 지시문 등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다른 부처의 자료
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사전입법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나)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 강화와 운영방안
현실적으로 사전입법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
재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법령입안지원과를
‘법령입안지원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부처별로 담당자를
두어 입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러한 방안은 부처별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심사부서에 상응해서 행정법제지원과, 경제법제지원과, 사회문화법제지원과
를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은 입안지원과 심사
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재 법령해석정보
국 산하에 있는 자치법제지원과를 통합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사전입법지원을 총괄하는 ‘입안지원국’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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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보다 운영의 묘에 있다. 사전입법
지원을 하면서 중요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고, 사전‘통제’보다는
사전‘지원’을 통해 입안부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입안을 돕는
것이다.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예비심사의 의미도 가지나, 각 부
처에서는 법제처의 예비심사를 통해 사전에 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해소하
고 신속히 조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법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하여 각 입안부처의 업무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나 입법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법제처의 사후심사기능은 항상 유보되어 있음
은 물론이다. 만약 각 입안부처에서 법제처의 조언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무리하게 입안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통해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법제처는 정부내 법령안에 대한 유일한 심사부서이고, 법령안 심
사권은 법제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사전입법지원의 성공여부는 각
입안부처와 법제처의 협력이며,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
영하는 것에 달려 있다.

(다) 심사부서와의 기능적 연계방안
사전입법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부서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입안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법리적 문제에
봉착하거나 난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가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검토
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심사부서와의 연계성 강화방안은 법령입안지원
과의 조직 및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법제처의 법령심사는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및 사회문화법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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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당한다. 각 국에서는 법령안의 주관기관인 정부부처별로 구분하여, 해
당 부처의 법령안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행정법제국’에서는 일반
행정과 관련된 부처로서 법무부, 법제처, 인권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감사원, 국정원, 교육부, 보훈처,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외교부 및 경찰청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
법제국’에서 주로 경제나 재정분야와 관련된 부처로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
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
위원회를 담당한다. 그 밖에 ‘사회문화법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재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식
품의약품안전처, 농림부, 농업진흥청 등을 담당한다. 사회문화법제국에는 주
로 문화, 노동, 환경, 복지 등과 관련된 부처를 담당한다. 그러나 각 국의 심
사대상인 정부부처는 인력에 비해 너무 많고, 각 국에 소속된 대상 부처도
서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 및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의 업무들은 서로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에 심사 및 입안지원 등에
서 조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법령안의 입안 건수에 비
추어, 일반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법제국의 산하 부서의 업무는 비교
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국(행정법제국, 경제법제
국, 사회문화법제국)의 명칭을 정비하고, 局을 보다 확대하여 세부화하는 것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회 법제실의 조직을 살펴보면, 법제실장
외에 2심의관(행정법제심의관, 경제법제심의관), 그리고 10개의 과(법제총괄
과, 사법(

)법제과, 행정법제과, 교육문화법제과, 복지여성법제과, 정무환

경법제과, 재정법제과, 산업경제법제과, 국토해양법제과, 법제연구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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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의 내각법제국이나 독일의 연방법무부는 우리와 같
이 모두 심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심사부서의 조직을 비교할 만하다.
일본의 내각법제국에서는 심사대상을 내각 및 성청별로 구분하여 3개의
에 심사업무를 할애하고 있다. 부처별로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의 법제처와 유사하지만, 할애된 부처는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적다. 내
각법제국의 참사관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입안과 심사의 통합
적 기능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연방법무부
는 6개의 局에서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및 경제법, 공법, 법무행정 및 사법
등 각 분야별로 구분하고 있고, 각 국에서도 하위조직으로 세분화된 과를
두어 세분화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부처별로 심사조직을 분류
하기 보다는, 독일의 연방법무부의 경우와 같이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심사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 •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실정에는 ‘부처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익숙한 상황이고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
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법령의 입안 및 심사를 담당
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헌법조사연구실(
헌법조사연구실(가칭)
가칭)의 신설 운영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지도원리 및
통치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의 입안에 있어서도 헌법적 가치를 존
중하고 헌법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하위법령에 위임
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의 체계 정당성이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위임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도 법률의 수권 범위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49)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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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은 법령의 입안 및 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150)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헌법소
송(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에 있어서도 헌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입법례에서는 내각
법제국에 ‘헌법자료조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독일의 연방법무부에 소속된
제4국에서도 공법(헌법, 행정법, 국제법 및 유럽법)을 주로 담당하면서 법률
안의 합헌성과 전체 법질서와의 모순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관리예산처(OMB)의 법률자문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의 입법과정에서는 헌법평의원에 의해 법령안
의 위헌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회 법제실에도 ‘법제연
구과’를 별도로 두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법률 사이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
고 있다. 다만,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하위법령의 위헌 • 위법 여부와 관련하
여 ‘법령안 합동심사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법제심의관, 법
제관 등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151) 그러나 주요선진국의 현황 및 추세 등
을 고려할 경우에 헌법문제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서 “헌법조사연구실(가칭)”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헌법
재판소에 파견을 보내는 법제처 공무원(1명)은 대체로 심의관(국장급) 이상
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공무원을 위주로 구성하여 헌법조사연구실
을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다. 더불어 대학원에서 공법학(헌법 • 행정법)을 전
149) 유병훈, 전게논문, 66면.
150) 황해봉, 전게논문, 203-204면.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으
로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
을 소개하고 있다.
151) 한상우, 전게발표문,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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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공무원들을 헌법전문가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사무관급이상으로 일정기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서 헌법에 관한
연수를 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편, 헌법문제의 자문기구로서 “헌법자문
단(가칭)”을 구성하고 ‘공법학’을 전공한 교수를 헌법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요한 헌법적 사안의 경우 헌법자문위원에 외국입법례나 판례 및 헌법이론
등을 검토 •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2.‘정부입법지원단’
정부입법지원단’ 제도의 운영 및 외부전문가의 위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법률안의 입안을 주도해
야 하나, 공공부문의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는 아웃소싱(outsourcing)이 필요
하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각 부처에서 외부전문가를 부분적 • 단편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법제처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래 외부위탁의 경우에는 그 선정의 공정성 • 객관성 등이 문제되었
는데, 법제처가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외부전문가를 각 부처에 추
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제화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는 해당 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법제처
와 협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지원단(가칭)’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
고, 외부전문가를 ‘정부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회
사무처에는 “국회입법지원단”을 설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004년에는
제1기 국회입법지원단을 창설한 이후, 2013년에는 제6기 국회입법지원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요청, 상임위원회의 행
정입법 검토의뢰 등 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한 업무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에 대한 자문, 적극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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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을 위한 입법의견 제안 및 국회의 입법 활동 지원과 관련된 학술행
사 및 전문가 간담회 참석 등이다. 2004년 창설 당시에는 국회입법지원위원
이 68명의 위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99명의 위원으로 대폭 늘어났
다. 국회입법지원단에는 국회운영위원회(15인), 법제사법위원회(19인), 정무
위원회(11인), 기획재정위원회(14인), 외교통상통일 • 국방 • 정보위원회(15인),
행정안전위원회(17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16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회(15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11인), 지식경제위원회(11인), 보건복지 • 여성
가족위원회(21인), 환경노동위원회(13인), 국토해양위원회(18인), 법률용어순
화위원회(3인)의 14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이와 같이 국회 법제실은 국회입
법지원단에 소속된 각계의 전문가의 풀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회의원 법률
안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법제처에서도 사전입법지원을 위해서는 외부의 법제전문가의 풀을 구성하
여 “정부입법지원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법률안 입안을 하는 경우에
정부입법지원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
제 각 부처에서는 법률안의 입안을 하는 경우에 항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단을 운영해 주기를 희망하거나, 현재의 법제지원단이 각 부처에 직접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의 법제처의 조직현황과 법령입안
지원과의 인원만으로 각 부처에 법제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입안을 지원하
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입법지원단의 구성을 통해 정부입법
지원위원들을 추천하고, 단기적으로는 소정의 자문료나 회의비 등 이에 소
요되는 부대비용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입법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예산지원
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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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처의 법제담당조직의 개편
해당 법률안의 주무기관을 담당하는 각 부처에는 법무담당관이나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다. 예컨대 안전행정부에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무
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은 1~2명의 사무관 또
는 주무관 등이며, 대부분 각 부처의 법적 자문만 수행하고 있다. 법령입안
은 사실상 해당 사업과의 사무관이나 주무관 등이 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법무담당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충해서 법령안의 형식적 문제나 기초적인 법
리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들은 각 부
처의 정책방향이나 배경 등을 상세히 숙지하고 있어, 법령안의 내용과 문제
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입안에 있
어서 법제처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법제처와 협의해
서 조기에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법령안 입안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으며,
정부정책이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할 수 없다. 특히 법률을 전공하
지 않은 분들이 법령안의 입안을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입법의 전문
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법령입안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부서
로서 법제처가 각 부처의 법령입안 담당자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안을 새로이 제정해야 하거나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 •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와 법제처가 서로 협력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안을 할
수 있는 법안팀(bill team)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지원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처가 정부입법지원단을 운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관리의 측면
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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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고 기업에 대한
규제적 성격 강하며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법률안의 경우에
는 입안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
도 유력하다.152) 단순히 자문이나 동의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의 입안에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령안의 수요를 감안하여, 각 부처에
서도 법제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적극적으
로 채용하여 우수한 법제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우수한 법제전문 인력의 확보방안
1. 법제전문가의 선발 및 장기적 육성방안
(1) 우수한 법제전문가의 선발 및 양성
법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우수한 법제전
문가의 선발과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기
관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이 특별채용의 방
식으로 법제처에 근무하기도 하였지만, 근무여건이나 대우 등을 이유로 오
래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입법지원을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법제처에서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152) 박영도,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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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선진국 법제기관에서는 우수한 법률가들을 선발하고 있고, 이
러한 우수한 법제전문가들이 자국의 법제도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예컨
대 영국의 내각사무처 법제실(OPC)은 유능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입안과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국참사원에서도 국립
행정학교(ENA)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향후 로
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은 법학 이외의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
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입장과 법률지식을 모두 겸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점을 가질 수 있다. 향후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을 효과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인턴제도를 보다 잘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인턴기간이나 대우 등의 적정성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턴제도를 운영하여 예비법제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턴제도를 수료한 우수한 인력(로스쿨 재학생이
나 법학석사 소지자나 박사학위 수료자 등)에게는 추후 법제처의 채용에 있
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각 부처에서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대체로 사무관들인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업무는 각
부처의 정책내용과 이를 실현하는 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
하나, 법학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령 입안에 있어서는
법령의 문구나 체계, 법형식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전체 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해당 법률안의 합헌성 여부 등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지
식을 갖춘 법제담당자를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도기적으로는 변호사나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전문)계약직 공무
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의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들은 각 부처의 법률자문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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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데, 인원을 확충하여 법령입안에 직접 참여하여 법리적 문제
점을 검토해 주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연수제도의 활용 및 주요국 법제기관과의 정기교류
우리나라의 법제수준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다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이론 및 입
법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국가별 • 분야별로 다양한 해외연수과정이 운영
될 필요가 있는데,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장 • 단기 연수과정을 다
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영국의 내각사무처 법제실

(OPC), 독일의 법무부, 프랑스의 국참사원(Conseil d’État), 미국의 관리예산
처(OMB) 등에 단기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파견하여 단
기교육과정(3~6개월)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야별(공법, 민사법, 형
사법 및 경제법 등)로 이를 세분화하여(예컨대 소비자법, 재무, 헌법, 법률용
어조언 등)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법제기술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더
욱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해외교류가 활성화되면, 영국이
나 독일 등 외국의 법제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강연회나 세미나 등
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의 공유
와 내부자료 및 입법기술의 교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과의 협력과 교류
오늘날 국민들의 인권의식의 고양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제도 등으로 인하
여,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하여 행정부의 법제정행위(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
원이 점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도 부수적 통제의 방식
이기는 하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법규명령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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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권근거가 없거나,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또는 내용상 수권법률이나 기
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 • 무효이다.153) 이와 같이 법
규명령은 행정행위와 달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는 있으나 취
소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규명령의 위법성을 바로 다툴 수
는 없고, 법규명령에 근거한 개별 •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쟁송 등
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적 명령’이나 ‘처분적 조례’를
인정하여, 사법적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
상을 “처분 등”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19조, 38조), 명령 • 규칙
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범통제절차나 소송유형(규
범폐지소송)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
하다고 보고 있으며154), 나아가 조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처분 없이 직접
대외적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을 보고 있다.155) 이러한 법
리는 비록 타당하지는 않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협소
함을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물론 법령안의 경우에는 입안심
사기준을 정립하여 행정부 내부의 법제정행위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법령이나 행정법규의
폭증으로 인하여 사법적 통제의 강화 역시 불가피한 점이 있다. 따라서 법
령안의 입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협조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53) 대법원 1966. 12. 6. 선고 63누197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48 판결.
154) 대법원 1953.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155) 조례(경기도 두밀분교통폐합에 관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
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
8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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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또는 재판연구관실)과의
협의기구를 신설하거나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위헌 • 위법인 법규명령의 피드백은 물론이고, 최근 판례의 경
향이나 법령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헌법해석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보내는 법제처 공무원을 지금
의 국장급(심의관)에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
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단축하거나 순환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헌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연구원’과의 정기
적인 교류나 위탁교육 등도 필요하다.

2. 법령입안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 법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법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연수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하여 각 부처의 실무자들에게 법제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지식과 기술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처의 법제담당자들은 법제에 관
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각 부처의 사정상 업무의 공백이
나 시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연수과정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Online)강좌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부족이나 업무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법제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또는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강좌의 형
식으로 각 부처에서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처 내에 담당자들이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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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기술이나 고충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을 법제처에 전달할 수도
있다.

(2) 정기적 위탁교육의 실시
대부분 사업처의 담당자들은 법리적 문제에 봉착하거나 입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에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기적인 위탁교육이 바람직하
다. 설문조사의 의하면, 일부 부처의 법제담당자는 겨우 2~3일 정도의 단기
교육만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간만으로 법제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위탁교육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법제처
주관으로 정기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간이나 내용도 보다 장기적
으로 또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간도 최소 2~4주 이상의 교
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법제기본교육을 통해 적어도 법제업무
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도 보다 단계
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지원자의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각 부처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어 해당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교본 및 매뉴얼의 작성
오래 전부터 법제처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의 입안과 심
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정리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입
안담당자들은 법령입안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매뉴얼(Manual)이나 교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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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각 부처의 사업과 법제담당자들은
대체로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담당자들이 이해하
기 쉽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교본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법령입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이나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개
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령입안시스템’의 사
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법령의 특성에
따라 법령안의 입안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하나, 현재 제정되는 법
령안의 대부분은 대동소이한 점도 있다.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입안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법령입안시스템을 공개하여, 보다 다양하고 개선된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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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법제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부처에 법제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하며 입안지
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부처의 사
업담당 부서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각 부처의 전문가
들이고 각 부처의 정책내용이나 방향을 숙지하고 있으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부처
에는 법무담당관이나 규제법무담당관이 있으나, 법령입안보다는 규제와 관
련된 문제나 법적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법제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법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없다. 실제 각 부처 사업과의 입안담당자들은 법령입안절차나 내
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
며, 해당 법률안의 법리적 문제점이나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법의 형식이나
체계 및 자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도 없다.
법률안의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들은 대체로 사후심사의 단계에서 거론되
고 있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러한 문제에 대해 수정 • 보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안에 대한 법
제처의 심사는 사후적이고,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법배경이나 정책방향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후적으로 법률안의 중요한 법리
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 특히 각 부처의 법제
담당자들은 다른 부처와의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
는데, 각 부처 사이의 의견대립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외부위탁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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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부위탁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수탁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법률안뿐만 아니라 행정입법도 점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부 내
부의 심사나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형식의 선택, 과징
금의 부과기준이나 수준 등 규제의 강도 설정,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 위헌 • 위법인 법규명령의 피드백 등
이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헌법적 사안도 있어, 그 판단이 쉽지
않다. 각 부처별로 법령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1년이 넘게
소요되는 법률안도 있다. 더구나 외부위탁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 전문
적 • 기술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부득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전문기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을 갖추고 있으나, 법제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수탁사업자가
법제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법제전문기관에 의뢰해 다시 자문을 구하
게 되어 시간이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이중적 부담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
라, 전체적인 법령의 체계나 구조 등을 일관성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안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한 정부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을 위해서
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전입법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입안과정에서 조기
에 법리적 문제점과 법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해 주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의 선진화 •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입법주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법(Good Law)’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의에 적합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지
만,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통해 시대적 요구상황에 적합한 좋은 법률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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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령의 잦은
개정과 불필요한 법령의 제정 등으로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와서는 아니 된
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속입법을 피하고 신중한 입법을 통해
법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법령 그
자체의 체계가 완비되고 조항의 의미가 함축 새겨질 수 있도록 법령안이 입
안되어야 한다. 사전입법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법제담당관과 법제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팀(Bill Team)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제처의 공무원들은 자구나 체계 등 해당 법률안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검토할 수 있고, 해당 법령안이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
다. 이러한 협업 내지 공동 작업은 입안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시켜
신속한 법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법리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
법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각 부처는 부처이기주의에 천착하기보다
이러한 조언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리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각적인 협조와 자문 등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들이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사실상
사전심사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다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적 부담
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6항에는 법령안의 주관
기관의 장이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도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심사는 긴급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제국
의 법제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후심사제를
사전심사제로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각 부처의 인원 • 조직 등의 사정을
감안할 경우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견으로는 사전입법지원제도는 이러한 사전심사의 방식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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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으며, 사전입안의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전입법지원
제도는 각 입안부처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저항감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의견
이 대립되는 사안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
다. 지금도 협의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에서 이견이 있어 입법절차가 지체
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입법정책협
의회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참조). 사
전입법지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정기능의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일견 법안팀(Bill Team)의 자문회의나
세미나 등에 해당 부처의 담당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또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법령안의 입안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 의견수렴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이 입법과정을 주도하
는 경우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루어지고, 이익단체나 관련 단체 등의 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선 사전입법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처의 조직을 단계적으로 개
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제지원단과 법령입안지원과는 매우 적은 인원으
로 조직되어 있어, 사전입법지원을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법령입
안지원과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제지원의 업무는 겨우 2명이 담당
하고 있다.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후의 적법성통제를 단계적으
로 사전심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제처의 조직개편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입안과 심사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전담하여 법률안 초
안을 직접 작성하는 방안이다. 둘째, 입안지원기능과 심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셋째, 현재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을 확대 •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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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독자성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
개편전략의 기본방향을 현재의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 • 강화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나아가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심사부서와의 기능적 연계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헌법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법률안이나 행정입법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으로 헌법문제의 조사 • 연구를 위한 ‘헌법조사연구실’(가칭)을 법제처에 신
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내각법제국에 설치된
헌법자료조사실을 비롯하여, 심사기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국 관리예산
처의 법률자문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이나 영국의 내각사무처 법
제실(OPC), 독일의 법무부, 프랑스의 헌법평의원 등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지금의 심의관급에서 서기관이나 사무관 등의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단
기연수과정이나 교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법학을
전공한 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헌법자문기구로서 ‘헌법자문단’의 설치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한계가 노정된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전
문지식과 경험을 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각 부처에서 개
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섭외하기보다 법제처에 ‘정부입법지원단’(가칭)을 설
치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분야별로 ‘정부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
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좋은 모델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입법지원단이
다. 다만,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부처(사업과)에서 전문적인 내용이나 법적 문제
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법제처에 요청하고, 법제처는 해당 정
부입법지원단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문료나 회의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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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각 입안 부처에서
도 법제전문가를 보다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각 부
처에서 입안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실질적으로 만들거나 현재의 법무담
당관을 확대하여 입안의 법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선
발하고 양성하여야 한다. 영국의 내각사무처나 프랑스의 국참사원에서 우수
한 법률가를 채용하여 법제도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향후 각 부처에서도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나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법제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
다. 해외단기연수제도의 지속적인 활용, 주요선진국의 법제기관과의 정기적
인 교류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법제도의 선진화와 법제기술의 전문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과의 협력과 정기적
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 밖에 법제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좋은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온라인(Online)강좌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
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수시로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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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정과제 및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화와 입법추
진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전입법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
요가 있으나, 각 부처의 입법(법제)전문가 부족과 입법지원시스템의 미흡으
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입법(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
전입법지원제도의 실천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법령입안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2장에서는 입법과정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체계별로 입
안절차의 체계와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전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입법 환경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음.
우선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에서 입법지연의 원인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는데, 법제처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후적이어서 법령안의 주관
기관들이 입법을 추진한 배경이나 구체적 이유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입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입법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들은 대체로 사무관들로서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법학사출신들
로서 자구 체계 등 법형식이나 전체 법질서와의 관계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그리고 현대행정의
복잡다기성으로 인하여 점차 사안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부처간의 의견대
립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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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입법형식의 선택이 문제되고 있으며, 각 부처
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전문
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전심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위헌 위법인 법규명령의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과의 협의기구나 정기적인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
칙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가능
한 한 중요한 법규적 사항은 법률이나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
할 수 있도록 입법형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3. 각 부처의 법령 입안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각 부처에서 법령안을 입안하는 상황과 애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
사를 하였는데,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양
각색이었으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는 경우도 있었음. 특히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 부처간의 의
견대립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움.
또한 법제담당자들은 대부분 순환보직이어서 법령입안절차를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자구나 체계 등 법형식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전문가를 체계
적으로 육성하기가 어렵고, 법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외부위탁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외부위탁을 하고 있음.
다만, 공개입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법령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상시적으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음. 사전
입법지원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거의 없었으나,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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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권한을 존중하고 이중심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
음. 또한 법제처와 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하였는데,
법리적 문제가 부각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안이 연
기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4. 입법 환경의 분석에 따른 사전적 입법지원제도의 필요성
입안과 심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입안을 담당하는 각 주무기관에는
법제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하여 신속한 법제화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
안을 하는 부처에서는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심사기관인 법제처는 입법의 배경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고, 또한 이를 사후에 알게 되어 입법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
라서 사전의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기술적 입법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임.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나,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외부전문기관
이 법제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법제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적
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
니라, 입법지연이 초래될 수도 있음.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부처간의 의견조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전입법지원을 통해 법제처가 조기에 조정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규제심사를 통합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할 필
요가 있음.

5. 사전입법지원의 범위와 한계
사전입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범위와 한계가 문
제됨. 입안과 심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전입법지원을 통해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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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다만, 사전입법‘지원’은 입안권한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서 각 부처에서 겪
고 있는 입안의 고충을 경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생의 방안임.
그 밖에 사전입법지원을 통해 사후심사가 사실상 사전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음. 그러나 절차나 심사 등의 중복가능성이 있고, 입법절차의 시기가 촉
박해 지며,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음. 사전
심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력확충이나 조직개편,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다만, 잠정적으로는 각 부처의 입안 권
한을 존중하면서, 사전통제보다는 사전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할 필요
가 있음.

6.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그 밖에 사전입법지원제도는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처음에는 위탁사
업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수탁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법
제(입법)전문가의 자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앞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
는 사전입법지원시스템이 필요한데,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확보 양성하고
사전입법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이 있어야 함.
오늘날 법제정에 있어서 협력적 법제정, 거버넌스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입안을 주도하되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보완적’으로 고려되어
야 함. 따라서 법제전문가 자문방식의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적 자원
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풀을 만들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음.

7.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영국에서는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를 모두 내각사무처 소속의 법제실(OPC;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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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것은 법제실의 법제관들로서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제
전문가들임. 법률안의 입안주도권은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에 있으나, 각 부
처의 공무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의 입안을 하고 있음. 영국에
서도 초창기에는 외부의 법률가들에게 위탁하였으나 법제전문기관이 만들
어진 후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음. 다만, 법령수요의 증가로 인해 법
률안의 입안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미국에서는 관리예산처(OMB)가 법제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
안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예산과 행정부의 정책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하고 있음. 또한 관리예산처는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관계 행정
청과 의회 사이의 의견조정과 쟁점정리를 하고 있음. 더불어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규제국(ORIA)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총괄적 규제심사를 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의 법률안 초안을 연방 각부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주로 연방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연방법무
부는 6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
법 및 경제법, 그리고 국제법 및 유럽법 등 모든 법분야를 망라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연방법무부에는 법률안
의 합헌성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과를 두고 있음.
일본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은 각 부처에서 하고, 그 심사는 내각
법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음. 내각법제국의 법안심사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
과의 충돌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부처별로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다만, 내각법제국의 참사관들은 각 성청,
재판소나 검찰 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점이어서, 법제전문가를 지속
적으로 양성할 수 없는 특징이 있음. 한편, 내각법제국은 일본정부 내에서
헌법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데, 헌법자료조사실을 별도로 두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입법과정에 헌법평의원에 의한 법령안의 위헌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법령안의 입안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그 심사는 국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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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il d’État)에서 하고 있음. 또한 내각사무처의 법제실은 법령안에 대
한 형식적 심사를 수행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고, 국참사원은 분야별로 법제에 관한 자문과 법령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국참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행정소송사건
도 행하고 있어, 법령안에 대한 심사와 사법적 통제가 동일한 기관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임.

8. 부문별 법제 컨설팅의 발전방안
법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민
간부문의 법제 컨설팅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함. 또한 공공부문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법제전문 인력의 충분
한 확보와 법령입안지원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정, 안전, 보건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
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그러나 법제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부문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되, 법제의 ‘외부화’보다 ‘내부화’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 개별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위탁하는 방식보다 책임 있는 자문과
조언을 위해 총괄적으로 법제자문위원들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각 부처의 법제담당관, 법제처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팀을 운영하여, 법률
안의 초안 작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이러한 팀에 참여시킬 수 있음. 이 경우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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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체계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법체계별로 입법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어, 그 성격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입안지원제도가 달리 고려될 필요가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제출법
률안인데, 사후심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사전입
법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포
괄위임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의 위배여부, 법형식의 적정성 등이 거론
되고 있음.
우선 법률안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법제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게 조문화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 국민
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법제처는 절차나 규제심사 등을 거쳤는지,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인지 여부 등 형식적 심사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헌법에 위반될 소지
가 있는지 여부와 법리적인 문제점 등 실질적 심사도 하고 있음. 사후심
사에서 비로소 중요한 법리적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에는 입법지연의 원인
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입법지원에서 법리적 문제점이 조기에 지적되어 수
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형식적 심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의 범주에 속하는 법리적 문제점들로 모두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사전입법지원에 있어서 자구나 체계
등 법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각 부처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을 것
으로 보임.
그러나 실질적 심사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할 경우에 사실상
법률안의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 각 부처의 이중심사
에 의한 심리적 부담, 업무부담의 가중, 그리고 입법지연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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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입안단계에서 법제처가 어려운 법리적 문제들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나 전체 법령 체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
면서 중요한 법리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
려움.
생각건대 실질적 심사의 범주에 속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비록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으나, 각 부처는 이러
한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법률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함.
한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현재의 여건이나 상황에 비추어
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 법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법리적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긴급하게 입안을 해야 하거나 중
요한 법리적 문제나 헌법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구할 수도 있음.

10. 개정형식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발전방안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보다 중요하며,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질서나 법령체계나 구조 등을 존
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법제전문가의 조언과 판단이 매우 중요
함.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중요도 및 파
급효과 등을 판단하여,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와 법제처의 공무원이 참여
하는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
체로 각 부처의 법제(입안)담당자 2~3명, 법제처의 공무원 1~2명 등이 참
여할 수 있음.
중요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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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외국입
법례와의 비교 연구, 법제사적 고찰, 체계적인 법리 연구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공식적인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한편,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고, 자문
의 형식으로 조언을 할 수 있음.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
의 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11. 사전입법지원의 강화를 위한 법제처의 단계적 조직개편전략
사전입법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지원단 및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
과 인원을 확대해야 함. 입안을 담당하는 각 주무기관에서도 효과적인 사
전입법지원을 위해서는 법제처의 인원과 조직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하고 있음.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후의 적법성통제를 단계적으
로 사전심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제처의 조직개편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여기에는 우선 입안과 심사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전담
하여 법률안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방안, 입안지원기능과 심사기능을 통
합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이 있음.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사후의 적법성통제
를 단계적으로 사전심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심사기능과 입안지
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독자성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전략의 기본방향을 현재의 법령
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나아가 법령입안지원과의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
로 운영하면서, 심사부서와의 기능적 연계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심사부서도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및 사회법제국으로 구분하여, 각 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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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의 주무기관인 정부부처별로 구분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각 국의 심사대상인 부처가 다소 많은 편이고, 서로 관련성이 높
지 않은 부처도 있음. 당분간 부처별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법무부는 분야별로 심사부서를 구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함.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제고 등으로 인하여 법률이
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 헌법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헌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검토하는 부서
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처 내에 ‘헌법조사연구실’(가칭)을 신설
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을 지금의
심의관급에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급으로 확대하고, 단기연수과정이나 정
기교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의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는 아웃소싱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를
개별적 단편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기보다 자문단으로서 ‘정부입법지원단’
제도를 신설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
무처의 ‘국회입법지원단’은 좋은 참고사례임.
각 부처에서도 법무담당관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들은 주로 부처의 법률
자문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입안을 담당하는 각 사업과의 법제담당자
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각 부처에서 우수한 법
제전문가들을 채용하고 법제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법무담당관의 조직과 인원을 좀 더 확충하여 법령안의 형식
적 문제나 기초적인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입안단계
에서도 법제처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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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
신속한 법제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수한 법제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사전입법지원을 위해 법제처에서 우
수한 법제전문가를 선발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법률가들을 법제담당부서에 배치하여 법제도의 선진
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영국의 내각사무처 법제실이나 프랑스의 국참사원
그리고 독일의 법무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단기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법률지식을 갖춘 법제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채
용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이나 법학박사학위
를 소지한 사람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보다 우수한 법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제도나 주요국 법
제기관과의 정기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국의 법제전문가
의 초빙, 정기 강연회의 개최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선진법제기술을 습득
하도록 해야 함.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대법원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 대법원(법원행정처
또는 재판연구관실)과의 협의기구를 신설하거나 정기적인 교류를 활성하
는 것이 필요함.
법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Online) 강좌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
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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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설문조사지 양식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주관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인터뷰의 목적

법제도 선진화의 방안으로 국정과제 및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안
의 경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화와 입법추진이 필요함
특히 입안단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법리
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부처의 법제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 법령 입안의 경우에 입안 담당자의 실무상 고충사
항과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 인터뷰의 내용 및 항목

1.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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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입안의 경우
2) 긴급하게 입안을 해야 하는 경우
3) 법률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또는 일부개정안의 경우

2. 각 부처에서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사무관 등?) 및 경력
(법학사 출신 내지 법조경력 유무) 등은 어떠한가?

3. 법령입안을 외부 위탁하는 경우 그 방식 및 비율(수)와 소요되는 기간
은 어느 정도인가?
1) 방식 : ① 공개입찰

② 수의계약

2) 법령 입안 중 외부 위탁이 차지하는 비율(연간
연간 건수/전체
건수 전체 법령입안
건수)
건수
3) 소요 기간(내부 입안의 경우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가?)

4.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 실무담당자의 고충사항은 무엇인
가?

5. 향후 각 부처에서 법령입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예컨대 인력보충 및 확충, 지원 필요성 등)

6. 법제처가 사전입안지원을 하는 경우에 제도적 순기능과 문제점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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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기능
2) 문제점

7. 법제처가 사전입안지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구체
적으로)

8. 법령 입안을 하는 경우에 법제처와 각 부처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는
가?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9. 만약 법령입안을 하는 경우에 법제처와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가 팀을
이루는 것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가?
1) 장점
2) 단점

10. 법령입안의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만약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교육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인터뷰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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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2] 설문조사의 정리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 설문의 목적

법제도 선진화의 방안으로 국정과제 및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안
의 경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화와 입법추진이 필요함
특히 입안단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법리
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부처의 법제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 법령 입안의 경우에 입안 담당자의 실무상 고충사
항과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 설문의 내용 및 항목

1.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정도인가

1) 일반적 입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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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별로 법령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를 보였음. 일반적 입안의
경우 짧게는 3개월로 답변한 부처가 있는 반면,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는 부처도 존재하였음.
- 이는 법령 입안과정에 각 부처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 외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
우 법령입안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긴급하게 입안을 해야 하는 경우
- 입법의 시급성과 그 내용에 따라 긴급하게 입법을 해야 하는 경우 법제
처와 협의하여 부처협의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기간을 축소
할 수 있으며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3) 법률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또는 일부개정안의 경우
- 법률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은 일부개정안에 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됨. 이
는 법률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경우 그 영향력의 범위가 전국적이기 때
문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이를 조율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
고 있음.

2. 각 부처에서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 및 경력 등은 어떠한가?
어떠한가
- 각 부처의 법령 입안은 보통의 경우 사무관급이 담당하고 있음. 법령입
안 담당자는 특정하게 법학을 전공하였거나 법조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
받지는 않음.
- 다양한 전공을 한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서 법령입안을 담당하고 있고,
직무배치 역시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하게 법제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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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법령입안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경우, 법령입안 업무담당에 있어서 특정
하게 법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 법령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부처의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임.
- 다만, 법학적 지식이 병행되는 경우에 법령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구, 체계, 법형식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도 있었음.

3. 법령입안을 외부 위탁하는 경우 그 방식 및 비율(수
와 소요되는 기간은
비율 수)와
어느 정도인가?
정도인가
- 각 부처의 업무의 내용에 따라 외부위탁을 거의 하지 않는 부처와 외부
위탁의 비율이 높은 부처 등 다양하게 존재하였음.
- 전반적으로는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이 법령초안을 입안하는데, 이는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시할 수 있
기 때문임.
- 다만 업무 내용이 전문성이 높은 경우나 관련 사안에 대해 대립적인 의
견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정책의 방향과 논거를 제
시하기 위해 법령입안과 관련하여 외부위탁을 하여 그 결과물을 법령입
안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 전체 법령입안에서 그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
고 있음. 그 방식을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
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짐. 보통 계
약금액이 높으면 공개입찰방식으로 함. 내용이 특정 전문분야의 경우 전
문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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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합하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입안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됨.

4. 각 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 실무담당자의 고충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실무담당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다양함.
- 먼저 내용적으로 각 부처의 그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입법의 목적
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한 법령입안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데 곤란을 느낀다는 견해도 있었음.
- 더불어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던 중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는 경
우에 이를 조율하기 어렵게 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시일이 많이 소
요되는 고충이 있었음.
- 또한 법리적 지식과 법형식과 기술 및 체계의 측면에 있어서 법제적 지
식의 부족으로

법령입안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또한 법령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촉박하여 전체적 시각으로 법령입안과정을 관리
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법제처의 ‘입안시스템’에 숙달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5. 향후 각 부처에서 법령입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예컨대 인력보충 및 확충,
무엇인가 (예컨대
확충 지원 필요성 등)
- 각 부처에서 향후 법령입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각 부처의 법제관련 인력의 증대와 법제처의 법제지원인력의 확충
의견이 우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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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법제처의 법제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법령입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자문과 검토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견해가 많았고,
법제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 법제처 사이트에 각 부처별 법령 개정자료, 지시문 등을 정리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자료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
는 건의사항이 있었음.

6. 법제처가 사전입안지원을 하는 경우에 제도적 순기능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1) 제도적 순기능
- 법제처가 각 부처의 법령입안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한다면, 법형식과 체
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
음.
- 또한 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법제적 지식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답변
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법제처의 사후심사의 시일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2) 문제점
- 법제처가 사전입안지원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
와, 각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법령입안에 대한 고유권한이 침해될 우려
가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였음.
- 또한 법령입안에 대한 사전지원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법제처의 사후심사
도 병존하는 경우 법제처 심사가 중복되어 입법기간의 장기화의 문제점
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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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현재의 법제처의 인력으로 법령입안의 사전지원까지 가능할 것인
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7. 법제처가 사전입안지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 법제처가 사전입안지원을 하는 경우, 법령입안의 전체 방향이나 내용을
정하는 문제는 각 부처의 권한으로 하고, 법제처는 법의 형식, 체계, 자
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배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
- 또한 모든 법령입안에 대하여 사전입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서, 또한 법령 제정 및 법령전부개정 등의 중요한 사
항에 한정하여서만 사전입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
음.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지원센터의 질의응답
및 자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법제처가 사전입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내용으로, 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례를 조사하고, 법률용어 및 법체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
하며,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
음.

8. 법령 입안을 하는 경우에 법제처와 각 부처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가 만
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현재 각 부처는 전반적으로 법제처와 협조관계가 잘 구축되고 있다고 보
고 있었음. 다만 법제처의 인력이 부족하여 법령심사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제처의 인력 보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제처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제시도 있었음.

● ● ●

165

|

부록

9. 만약 법령입안을 하는 경우에 법제처와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가 팀을 이루
는 것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가?
가지는가

1) 장점
-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와 법제처가 팀을 이루는 경우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여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 법체계등 법리적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입안을 추진하는 일정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성을 도
모할 수 있음.
- 또한 부처입안 후 법제처 심사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적어 입법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음.

2) 단점
-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와 법제처의 팀을 통한 협업의 단점 또는 문제점으
로, 법령 입안 시 법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각 부처의 업무적 특성이 반
영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또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법령입안과정에서 대두되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입안을 연기하거나 보류
하여야 할 경우에 일정조정에 대한 각 부처의 견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지원센터의 틀을 이용하여 상
시적으로 관련 문제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10. 법령입안의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
는가?
는가 만약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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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조사의 정리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는가
- 법령심사기준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를 통한 질의응답시간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법령입안시스템’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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