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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 등장과 퇴장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 분석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을 보다 

정합성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1997년부터 점증적으로 확

대되어 왔으며 2015년 국회법 개정안도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입법

의 증가 및 법률의 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불만이 문제의 흐름으로 작용하였고,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를 검토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및 국회의장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흐름이 작용하여 2015년 국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퇴장하게 되었다. 정책의 창이 열린 

경우에도 개정 되지 않은 이유는 불완전한 정치 흐름이 정책의 창과 연결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

었다. 불완전한 정치 흐름을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면 국회라는 정책

지지연합 내부에서 정치적 이념과 소속이 상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흐름에

서도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변화의 폭이 큰 정책 대안이 개정안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추후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연속

성 있는 정책 이슈이므로 향후 2015년 개정안을 둘러싼 불완전한 정치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점

진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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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행정과 정책 현안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김병섭･강혜진, 2014). 정부의 예산

도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증가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시행령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00조를 넘어선 정부 예산은 2007년 200조를 

돌파하였고, 2011년에 300조를 넘어 2017년 정부 예산은 400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도별 법령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 법률과 대통령･총리령･부령을 포함한 법령의 

수는 3,582개였으나, 2017년 3월 기준 법령의 수는 4,510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2001년

부터 1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부 예산은 4배가 증가하고 법령의 수도 약 1,000개가 

증가하였다. 특히 법률의 증가보다 대통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의 증가는 더 큰 폭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재윤(2017)에 따르면 1개 법률 당 평균 하위법령 위임 수는 

1985년 9.87개 에서 2015년 30.12개로 3.1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치 실현의 장애가 되는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입법의 통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위임입법의 한계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해석론의 공조가 필요

하지만, 입법 차원에서 위임입법의 범위와 기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위헌적인 위임-법

률(Ermächtigungs-Gesetz)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되, 그 사후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메카니즘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홍준형, 2000).

이와 같이 행정입법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2012년 면세점 규제와 관련

하여 관세법과 하위법령인 관세법시행령의 규제방식에 관한 논란1)이 있었다. 또한 정부

도 국회통과가 힘든 법률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행정입법을 둘러싼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015년 5월 29일 행정입

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다만 여러 논란 끝에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요구안을 가

1)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등)

는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

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면적 수 기준을 특허 수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변경하였다고 하나 

관세법 조문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면적 수 기준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 분석 67

결하였고, 국회의 재의표결 무산으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 있었으며, 정책옹호(지지)연합 들 간의 갈등

이 있었다.

본 연구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흐름들을 살펴보

고, 특히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여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부와 국회 간 권한에 대

한 제도의 특성상 다중흐름모형의 정책선도가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대체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 제도가 다시 논의되는 

시점에서 정치흐름과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등이 변화되면 제도 변화 과정과 효과가 어

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본 후, 제

3장에서 국회 권력의 점증주의적 변화를 검토하고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흐름과 

정책옹호연합의 역할을 검토한 후, 결론에서 분석결과와 의미를 정리하고 논문의 한계

를 밝히고자 한다.   

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제도의 변천과 현황

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제도의 변천과정

1) 1997년 국회법 개정 (국회법 제98조의2 신설)

행정입법(Rechtsverordnun)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2)에서 대통령, 총리 및 행정각부

의 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같은 법규명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홍준형, 2008). 그러나 법률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내

용이 법률의 취지와 다를 경우 위임한 모법이 무력화되거나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위험

성이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관여가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월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법 제98조의2가 신설 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규정은 “중앙행정기

관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

2)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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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단지 행정부가 시행령 등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만 

갖는 것이었다. 제출한 시행령 등에 대해 별다른 검토나 제재조항이 없어 행정입법에 

대한 정보수집 역할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용섭, 2012). 행정입법 전체에 대한 

국회의 일괄송부만을 규정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제도로서의 실효성은 크게 없

었다. 다만 행정입법의 종류를 훈령, 예규, 고시까지 확대하고 있었다는 점과 상임위원

회 차원이 아닌 국회에 일률적인 송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곳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규정이었

다고 볼 수 있다.

2) 2000년 국회법 개정 

2000년 2월, 16대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기존의 대통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이내에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러한 통보는 상임위원회로

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2005년 국회법 개정 

2005년 7월 28일 17대 국회는 또 다시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였다.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려면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전의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

여 통보만 할 수 있던 것을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과보고 의무까지 부과하였다. 다만 처리 

계획과 결과가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입법

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요구가 아닌 간접적인 수정 요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보받

은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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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대한 행정부

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추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법률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할 때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4) 2015년 국회법 개정안 

2015년 5월 29일,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다

음달 6월 25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

회법 제98조의2 규정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

통령령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기존 규정을 “수정･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을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존의 규정과 달리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만약 강제성을 띄는 경우 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게 나타났다3). 특히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의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처리”의 범위가 

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불수용도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강제성 

유무에 대한 해석에 논란을 제공하였다.    

2. 국회의 행정입법 관여제도 활용 현황

1)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관여는 점증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의 확대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고쳐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입법에 대

한 검토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제도가 시행된 16대 국회(2000.5.30.~ 

2004.5.29.)부터 17대 국회까지는 검토 및 행정기관 통보 건수가 모두 증가하다가 18대 

국회(2008.5.30.~2012.5.29.)의 경우 17대에 비해 검토 건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통보 건

3) 문화일보, 2015.06.09., “개정 국회법안의 3가지 위헌성”

로이슈, 2015.06.01., “변호사 박찬운 교수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위헌?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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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행

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홈페이지에는 

모두 “행정입법검토” 라는 메뉴가 있지만 검토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오래된 검

토자료 외의 최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표 1>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및 통보 현황 (16대~19대 국회)

출처 : 국회사무처 (2014). p.49-51 을 바탕으로 재구성 

2) 19대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현황 

국회법 제98조의2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와 별도로 국

회규칙인 국회사무처 직제4)에 근거하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도 행정입법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8대 국회(2008.5.30.~2012.5.29.)의 경우 총 2,572건의 행

정입법에 대해 분석･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중 141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송부하였다(국회사무처, 2014). 이후 19대 국회(2012.05.30.~2016.05.29.)에서도 총 

3,391건의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평가 의뢰가 있었고, 그 중 139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

4) ｢국회사무처 직제｣ 제7조 (법제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3.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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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을 송부하였다(국회 법제실, 2016). 특히 19대 국회의 경우 분석 결과 문제가 있

다고 송부한 139건 중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 

78건과 법제실의 검토 이후 해당 행정입법이 개정된 사례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첨부한 

“제19대 국회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 법제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송부한 유형별로 사례 

수와 의견반영 개정건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평가 

유형 중 “법령체계의 부적합”과 “위임범위 일탈”이 각각 24건과 22건으로 가장 많은 사

례가 있었으며, “위임근거 없음”과 “행정입법 부작위”는 2건과 4건에 불과하여 사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토 이후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된 비율은 “행정입법 부작

위” 유형이 75%, “법령체계 부적합” 유형이 42%로 나타나 비교적 반영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위임범위 일탈” 이나 “포괄적 재위임” 유형은 반영비율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견해의 차이로 검토 의

견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제19대 국회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유형별)

  

출처 : 국회 법제실(2016)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제19대 국회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에 수록된 78

건의 사례를 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별로 문제

가 있다고 평가한 행정입법의 수와 검토의견을 반영한 건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기관 중에서도 영향력이 높은 기관으로 알려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의 행정입법 평가사례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갈수록 정부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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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행정입법 평가사례가 많았다. 

규제 업무가 많은 환경부도 많은 행정입법 평가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행정입법의 수가 많은 행정기관은 그만큼 소관법령이 많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다른 행정기관 보다 사례 수가 많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국회에서 현행 행정입법에 대한 관여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는 원

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표 3> 제19대 국회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행정기관별)

출처 : 국회 법제실 (2016)을 바탕으로 재구성 

Ⅲ.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국회 권력의 점증주의적(incremental) 변화    

1) 의원내각제적 국정운영의 요구 증가

현행 헌법은 의원내각제 성격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대표

적인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5)하며, 국무위원의 임명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

5)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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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6)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국회 중심의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정국 

운영도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특히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7)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각종 의혹과 후보자 낙마가 이어지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8). 그러나 현직 국회의

원이 장관이 되는 현상 이면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9)이 작

용한 측면도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이용하여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싶은 의도가 표출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관여 제도화 과정도 이러한 국회 

권한 강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행정입법에 대한 관여 범위의 확장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을 강조하여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를 입법부나 사법부가 견제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이었다. 헌법 규정과 법률 조문의 내용으로는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의 제도 운영은 행정부 우위 국정운영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

능한 행정입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관행도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날에는 정책 환

경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

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부를 통한 행정입법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최근에는 사회의 복잡･다양성

을 이유로 행정입법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행정입법은 헌법과 법률의 위

임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벗어난 경우 자칫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입법권자가 만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하

지 않은 행정부 공무원에 의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은 법치

주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6) ｢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7)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청문회도 이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대상범위를 점증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8)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9) 국민일보, 2017.06.16., “의원3명 적합...청문회 ‘현역불패’ 신화 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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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

작용의 위험성도 수반하는 입법형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회법 제98조2가 신설

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과정을 통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행정입법을 국회에 

송부만 하도록 되어 있던 제도가 2000년에는 상임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후 2015년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의 관여제도의 

점증적 변화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개정안의 등장과 퇴장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의 점증적 변화과정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 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관여를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 간 갈등과 타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유도하는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역사적 제도주의10) 관점

을 통해 국회의 행정입법 관여화 제도를 살펴보면 국회의 행정입법 관여를 촉진하려는 

정책이념이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쳐 정책형성 주도권을 가질 때 조금씩 국회의 영

향력이 넓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정책이념과 지배연합

(정책연합)이 제도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과 

10)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환경이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이종찬, 2014). 따라서 제도를 둘러싼 정책이념은 정치권의 정책 주도권을 다투는 경

쟁에서 정책결정자와 정책연합의 이해관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Goldstein and 

Keohan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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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통해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제도주의와 

관련한 최근 연구경향11)을 참고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의 변천을 국회와 행정부의 

변화의 순서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부의 3년차에 주로 개정 또는 

개정의 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당 내에 비교적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3년차에도 국회 관여 

제도의 변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의 변화 시기

2. 행정입법의 국회 관여에 대한 선행연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제도의 위헌성 논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박진영(2016)은 국회가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위임함에 있어 기본적으

11) 초기 신제도주의 연구는 제도가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많았다. 제도의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제도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신제도주의 연구는 

제도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제도 변화의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늘어나

고 있다. (Streeck and Thelen, 2005 ; 하연섭, 2011 ; 유기현･서순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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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법자는 수권 법률로 말해야 할 뿐, 행정부에 대해 수권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후에 직접 수정을 명령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영수(2015)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방식에서 일방적인 수

정･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할 수 있으므로 수정ㆍ변경요구권의 행사 이전

에 사전적으로 정부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후

적으로 국회의 수정ㆍ변경요구권 행사에 대한 이의절차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인호

(2015)는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은 단순히 국회의 입법권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집행권(헌법 제66조 제항)에 연유하는 독자적인 권한이므로 이를 직접 수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배분질서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한편, 김선택(2015)은 법률이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전부 법률로 규정할 수도 있

는 이상 행정입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수정요구는 입법부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선진(2014)도 현행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요구에 행

정부가 취할 조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현태(2016)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행정입법의 입안단계에서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

회가 행정입법의 위법이나 정책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수정요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에 대한 연구는 법학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12). 이러한 선행연구의 부족

과 편향도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의 정책흐름이 정책이슈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까

지 의미 있게 확산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치, 정책 등의 흐름들

(streams)이 결합(coupling)하여 정책의제가 결정된다는 모형이다(Zahariadis, 1999; 지

은정, 2016;  최정묵, 2016). 사회의 여러 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다가 정책선도가(Policy Enterpreneur)의 관심에 의해 이슈의 수면 위로 부각된다

12) 법학연구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행정입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위민호, 

2016), 국회의 입법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차민호, 

2012)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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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focusing event) 또는 재난, 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합리성 모델을 비판하면서 등

장한 Cohen et al.(1972)의 쓰레기통(garbage can)모형과 비교된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

성과 정보의 제약 등으로 한 개인이 다룰 수 있는 이슈가 많지 않다는 점이 모형의 기초

가 되는 점은 유사하다. 반면, 쓰레기통모형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기회와 시기 등을 강

조하였으나, 다중흐름모형은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최정

묵, 2016).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던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

(politics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을 결합하여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여는 역할을 정책선도자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흐름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관련 제

도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문제의 흐름은 특정한 사건 등을 계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거나, 정부의 재정지출 등과 같은 특정 지표(indicator)의 변화가 정책선

도자의 관심을 끌게 되기도 한다(Kingdon, 1984). 정치의 흐름은 선거를 통한 정책참여

자들의 변동, 여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정책참여자가 제도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이

르게 되는 것도 일종의 정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

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참여자들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변경하기도 하는 등 여러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책의 흐름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

자를 비롯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대안은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다가 실행가능성, 가치수용성 등을 고려

하여 소수의 대안들만 주로 검토된다(Kingdon, 1984 ; 지은정, 2016).

이와 같은 3가지 흐름들이 각자 변화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특정 시기에 정책선도자에 

의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모습이나 특징이 획일적이

지 않고 비정형적이라는 점은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쓰레기통모형과 다중흐름모형

이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Ridde, 2009). 그만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책선도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원(전문성, 권한, 

시간 등)을 투입하여 정책의제를 성공적으로 결정의제로 만들기도 하거나 실패하기도 

한다(Zahariadis, 2014 ; 성욱준, 2013). 

Kingdon은 정책결정과정이 합리적 과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흐름들이 결합되는 기회

(정책의창)에 형성된다고 하여 한국의 정책사례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모

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의 다양한 양상과 환경을 거시적인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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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에 갇혀 해석하려다 보니 미시적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큰 흐름에 대부분의 정책환경을 

끼워 맞추기식 분석을 유도하는 측면도 한계라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에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거시적 분석모형으로 사용하면서 각각의 흐름에 존재하는 독특한 정책

과정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재무, 2016 ; 김민정･조민효, 

2017).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13)을 결합한 분석방법은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부족한 촉발기재를 정책의 창으로 보완하고, 다중흐름모형에서 부족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과 정책이념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승일, 2009 ; 전진석, 2014).

4.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국회의 행정입법 관여에 대한 규정인 국회법 제98조의2에 대한 2015년 개

정안의 등장에서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한 퇴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 중에

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이유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을 

연결하여 정책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거시적인 여러 흐름들을 연결하여 분석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시적

인 정책옹호연합의 행동과 정책의 창이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 흐름, 행정입법

에 대한 국회 통제방법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법안과 같은 정책 흐름 및 여당 지도

부와 대통령의 대립이라는 정치흐름을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부와 국회 간 관계에 대한 제도의 특성에 의해 정책선도자가 특정되기 보다는 국회 

권한 확대지지 세력과 반대세력으로 양분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Sabatier의 정책옹호연

합모형으로 대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라는 정책의 창을 만

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여 어떠한 요인이 제도 변화 과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정치

13)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각기 다른 정책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정책

하위체제 내의 옹호(지지)연합들의 갈등과 대립, 타협 등으로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포괄적으로 분석

하는 모형이다(Sabati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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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의 갈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정치흐름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문제의 흐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의 필요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대 국회부터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국회법 제98조의2의 개정을 이끌어왔다. 그러던 중 법률의 취지와 다른 

시행령 논란이 발생하고, 정부 정책도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행정입법을 통해 손쉽게 추진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 제도

의 개정 요구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4대

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논란14),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보육 예산 지급 주체를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한 영유아보육법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교육청에

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모법의 취지와 다른 시행령의 등장15)은 행정

14) 국제신문, 2015.06.01., “野, 국가재정법 등 상위법 위반 시행령 11건 공개”



80 ｢행정논총｣ 제55권 제3호

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의 요구를 더욱 커지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 흐름 등은 

국회법 개정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기까지 수면 아래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16)들 중 ‘관피아’ 문제도 

행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 필요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관피아’ 문제는 사법

부의 전관예후와 같은 문제가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는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대통령이 2014년 2월에 발표한 “경제혁

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하였다(김선

빈･장현주, 2016).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결국 공무원

연금 개정 논의를 촉진시키고,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의 수정요구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사건들이 흐름을 가지고 이어오면서 등

장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

2. 정치의 흐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에 관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5) 국민일보, 2016.10.18., “4년 내내 싸움만 한 누리과정”

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의 하위 법령들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

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

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고 하여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송

지훈･최정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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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데에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대통령 공약에 직

접적인 비판을 하면서 시작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갈등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

사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정권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입

지를 강화하고 싶은 여당 원내지도부와 이를 허용할 경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의 견제의식이 충돌하여 국회의장 중재안17) 역시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하였다.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였다. 2012년 5월에 

통과된 소위 ‘국회선진화법’18)에 대해 당시 찬반으로 대립하던 두 사람19)은 결국 국회선

진화법의 시행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했던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한 법률안에 대한 직

권상정 요구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라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법안 통과도 힘든 상황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까

지 간섭하겠다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림 4>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의 흐름

17)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당초에는 “시행령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처리한다.”를“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변경하여 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변경

하고자 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18)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던 우리나라 국회 회의장 내 폭력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장의 직권상

정과 같은 ‘예외적 수단에 의한 입법’을 막기 위한 합의 절차 강화 등이 규정되었다(전진영, 2015).

19) 한국일보, 2015,12.18, “국회선진화법 찬성 박근혜는 무시...반대 정의화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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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 창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이었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과 공무

원연금 개정안을 연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소위 ‘법안 빅딜(Big-deal)’의 과정을 통해 

2015년 5월 29일 두 법률안이 나란히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일종의 정책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행정부에서 일하

는 많은 공무원의 노후소득 감소라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 역시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연계 처리한 법률안 모두 행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았던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정책의 창 역할을 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측면20)이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시급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공무원연금 개정이라는 이슈와 연계

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점은 뒤에 살펴볼 정책의 창과 흐름들의 연결이 강하게 이

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된다. 특히 정책의 창 역할을 담당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개정시

기가 늦어질수록 공무원연금 적자가 커지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부담이 늘어나는 특성 때

문에 신속히 처리하고자한 법안이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의 현황과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급히 처리하고자한 법안과 연계처리를 추진하였

다는 점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의 창과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의 결합되

는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관여의 범위 및 개선방

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률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0) 만약 그 당시 정치흐름이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밀착된 관계였다면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사전

에 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 이슈를 기획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정과 국회법 개정 모두 행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었는데 둘 중의 하나는 대

통령이 행정부의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행정

부 공무원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공

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하여 본 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대통령

의 거부권 행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여당이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수정 요구

에 대한 강제성 논란에 대해 강제력이 없다고 해석하여 방금 통과된 법률안의 해석을 두고도 야당

과 반대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사이의 정치흐름이 좋지 않았음이 훗날 밝혀지면

서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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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5년 국회법 개정안 정책의 창

4. 정책의 흐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앞서 변천과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논의 

되어왔던 주제이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

한 실정이었다. 특히 2000년, 2005년 두 차례의 국회법 개정이 행정입법에 대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비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 또한 법률과 시행령의 성격

에 따라 법규개정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신현재, 2016). 그러나 법률의 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나 정책 토론과 정책 흐름은 많지 않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관여제도는 점증적으로 발전하

여 왔으나 국회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사례 등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9대 국회에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 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나 이 역시 전

체 사례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부에 대해서만 취합하였다. 또한 행정입법 검토 

건수 및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행정입법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는 

점도 제도의 내부적 요인이 행정입법 관여 확대의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률의 취지와 다르다고 문제가 된 몇몇 사건들이 더 큰 제도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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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행정입법의 제출 부분을 개정하는 점진적 정책대안에서부터 행정입법의 수정요구

를 명시하는 급진적 정책대안까지 다양한 정책대안이 모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 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다소 급진적인 정책대안

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하게 된 이유는 정책의 창으로 등장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가지

는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이와 연계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다소 급전적인 정책대

안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 제도화에 대한 국회법 개정 시도 (19대 국회)

핵심
쟁점

19대 국회(2012-2016)

유성엽의원안 강창일의원안 민병두의원안 김민기의원안

행정입법
제출관련

(점진적)

-

･ 행정입법 제출 전 
  소관상임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 도입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기 전
  소관상임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총리령, 부령
  의 경우도 입법예고
  안을 국회에 제출

･ 행정규칙 중 법률
  에서 위임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만
  상임위에 제출

행정입법
수정변경

(급진적)

･ 행정입법 검토기준
  에 적법성 뿐 아니라 
  타당성, 적정성도 
  추가함

･ 행정기관의 
  수정변경의무 발생

･ 수정변경이 어려운
  경우 소관 상임위원
  회 동의 필요

-

･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권 부여

･ 시정요구 처리기간
  내에 결과가 보고
  되지 않을 경우 
  본 회의 의결로 
  행정입법 폐지 

-

출처 : 국회사무처 (2014). p.61-69 을 바탕으로 재구성 

5. 정책옹호연합의 영향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 제도는 이를 지지하는 연합과 반대하는 연합의 이념적 차

이가 다른 정책에 비해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는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대통

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관계와 관련된 논의에서 자주 제기되는 의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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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지지하는 야당국회의원들과 국회의 권한확대에 찬

성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가 만

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만이 허용된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와 달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를 반대하는 법제처와 여당국회의

원들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국회에

서 간섭하는 것은 정책집행과 관련된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 제66조제4항 및 삼권분립의 원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념 뿐 아니라 대통

령과의 친소관계 등의 이유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정책옹호연합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소속 이면서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확대를 

오히려 반대하는 정치이념에 동조하여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을 형성하게된 

것이다. 

<그림 6>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한편,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법제처21)였다. 법제처는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예로 들어 국회 상임위의 

수정, 변경 요청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22)했다.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

21) 서울경제, 2015.06.25. “법제처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위배, 국민들에게 피해”

22)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되어 있는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에 관해 환경부를 관장하는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해양수산부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같은 조문에 대해 각

각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상임위의 수정, 변경 요청이 상충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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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가 국회의 행정입법 관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해당분

야 전문가로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흐름과 정책의 창의 결합(Coupling)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되면서 등장

하였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통과시키기를 원하였으므로 이와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시킨 것은 야당 원내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은 그동안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을 변경하거나 우회로를 만드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

연금 개정과 연계시킨 것이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국회법 개정안 연계요구는 정책의 내

용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이를 여당에서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었다. 앞서 정책의 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법안 모두 기득권

의 포기를 수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의 협상카드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처리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여당 내

부에서 극심한 내분이 발생하게 되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분

수령이 되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이 시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게 되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간제약(time restriction)은 중요한 정책 환경이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정책 시야가 좁

아지게 되어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충분한 정책 검토 시간

의 확보는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연계되었던 국민연금 개정, 법인세 인상 등 여러 가지 

정책 교환카드(options)23)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하여 정치와 정책의 흐름이 정책의 창과 

결합하는 시기에 시간적 제약이라는 한계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짧은 정책 대안 검토과

정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정치적 중요성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다

소 급진적인 정책대안이 선택된 점도 정치와 정책의 흐름이 정책의 창과 연결되는 메커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23) 이에 대해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

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파이낸셜뉴

스,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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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결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 지도부에 대해 강한 비

판을 쏟아내었고24),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한 여당 원내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출신 국회의장은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

안하였다. 그러나 중재안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막지 못했다. 

Ⅴ. 결 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15년 국회법 개정안

은 위헌논란을 비롯한 많은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책의 논의 과정 에서 

행정입법의 증가와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1997년부터 점증적으로 확

대되어 왔고 2015년 국회법 개정안도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관여 제도의 변천과정과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의 등장과 퇴장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

연합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문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법률 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은 그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 논란이 되어왔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관피아 문제가 결국 수면 

아래에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관여 제도 논의를 촉발시키는 

문제의 흐름으로 연결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의 흐름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정도를 행정입법 제출부분을 개선하는 점진적인 개선안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

권을 부여하는 보다 급진적인 개선안까지 다양하게 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창의 

역할을 담당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처리 과정은 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하였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정치적 비중이 큰 법안과 연계처리가 

진행되어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처리 되는 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

과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이에 갈등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관여제도는 행정부-국회 간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정책선도자가 

존재하기 보다는 국회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가진 국회 소속의 정책지지연

24) 동아일보, 2015.06.26. “박대통령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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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국회 소속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 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였다. 이

러한 특수한 정치흐름으로 인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외에 Sabatier의 정책옹호연

합모형을 추가로 활용하여 정치흐름과 정책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정책의 창과 연결되는 

분석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의 흐름과 정치 및 정책의 흐름이 각각의 정치이념에 따른 정책옹

호집단과 갈등과정 속에서 정책의 창과 결합되어 진행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제도 

및 정책변화 과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분석이 서로 무관

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과 흐름을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방법

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부-국회 간의 관계와 관련된 제도의 경우 정책선도자의 역할

보다는 정책옹호연합 간의 갈등관계를 고려하여야 보다 정합성이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

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의 흐름의 경우에도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 형성되고 구성된 정책옹호연합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흐름이 정책의 창과 연결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실현되지 못한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과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의 변화의 긴 과정에서 2015년 개정안 등장과 

퇴장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책학습과정을 통해 추후 정책선도자

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요인들이 제도 변화에 결정적

인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2015년 개정안 등장과 퇴장의 과정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 또한 행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와 관련된 다른 제도들의 변화에도 본 연구

에서 적용한 분석방법이 유용한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추후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연속성 있는 정책 

이슈이므로 향후 2015년 개정안을 둘러싼 불완전한 정치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제도가 다시 

논의될 경우 2015년 논의과정 중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잘 정리하여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2017년 정권 교체에 따라 국회와 정

부 사이 소속이 중첩된 여당의 협상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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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the Process of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Administrative Law

Hyun-Jae Shin & Junhyung H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5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Sabatier' 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system of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since 1997,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2015 has 

also been underway. The increase in administrative law, the effect of the law and the 

dissatisf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other administrative law acted as a problem, 

and a policy window was opened when examin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law in 2015. The politic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cted in this process,,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assed in 2015.The reason for the failure to pass the 

amendment is that an incomplete political stream was linked to the policy window even 

though it was open. Additional analysis using Sabatier's model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that that of governing party and opposition, competitors in the policy support coalitions, 

though they did not necessarily have interest conflicts. In addition, the policy stream was 

also limited by the fact that policy alternatives, somewhat more varied, were selected as the 

revised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of involvement in administrative law is a 

continuing policy issue that can be discussed aga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ow 

gradual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complement the imperfect political trend surrounding 

the 2015 revised bill.

【Keywords: Administrative Law,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Law, Incrementalism, 

Multiple Streams Framework,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