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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에서는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을 조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분

석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법 규정들을 왜, 어

떻게 선택하는지를 분석했다. 국회의원의 주의(attention)가 집중된 경

우 국회의원 주도의 의식적 법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이 부족한 경우 조직 루틴에 의한 법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입법례가 없거나 법규범적 제약이 있는 

비일상적 규정은 의식적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례가 있고 법규범적 제약이 

없어 널리 사용되는 일상적 규정은 조직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화를 위해 먼저 법제 의사결정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과

정에서 법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진단했으며, 법제 정책 특유의 법규범적 

제약과 입법례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검토했다. 또한 정책수단 개념은 법

률 규정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논하고, 

정책수단론에서 도구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왔는지를 분석하여 논

의에 참고하 다. 한편,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은 조직 의사결정 이론 중 

조직 루틴과 조직의사결정에 관한 주의 관점(attention based view)으

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 이론을 검토했다. 그 밖에 

법률 또는 정책의 누적적 증가 등 합리적 법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국

회의원의 주의 제약을 심화시키는 환경 요인들을 검토했다.

  이러한 이론적 틀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상적 규정의 경우에는 

설령 선행 입법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례가 동일 형태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선행 법제의 무비판적 

답습 가설’, 둘째, 비일상적 규정의 입법을 위해서는 주의 집중의 계기

가 필요하다는 ‘계기적 입법 가설’, 셋째,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라 하더

라도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면 법제 의사결정의 방

식도 그에 따라 전환될 것이라는 가설1과 가설2의 ‘조합 가설’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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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을 시험하고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 입법례의 유·무

와 법규범적 제약의 유·무와 같은 주요 변수에 변화가 있고 이것이 잘 

식별될 수 있으며, 인과 추론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법률 규정을 분석

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된 규정들에 해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입법 선택을 전수조사하여 집계하 다. 이를 위해 정보추

출(information extraction) 방식의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을 이용

했다. 또한 의사결정 사례들에 해 의사결정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법제 유형 분류를 위한 클러스터(cluster) 분석, 법규범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메타 분석 및 범주형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질적‧양적 연

구 방법을 이용하여 사례분석을 했다. 사례분석을 통해 세 가설을 시험

해보고 가설이 바탕하고 있는 이론적 틀의 설명력을 평가해보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는지, 국회의 법제 의사결

정 루틴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지 등 의사결정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탐

구했다.

  이러한 연구설계에 따라 결격사유 규정, 규제 관할 조정을 위한 ‘동일

한 사유, 동일한 사건’ 규정,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다양한 형량의 벌칙 

규정, ‘행정적‧재정적 제재’ 규정과 직접지출 규정 등 새롭게 발명된 규

정,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 규정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특히 

가설3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1949년 제정 「상

표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입법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했다. 각 

법률 규정 유형에 해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과거 입법 사례를 빠짐없이 

검토했다. 또한 형벌 규정의 경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법된 모든 법

률의 벌칙 규정에 해서 형벌지수를 도출하여 총량 변화를 분석하고, 

형벌지수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급상승한 입법 사례를 도출하여 분석했

다.

  분석 결과 15억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입법 사례를 제외하면 검토한  

사례가 가설1, 2, 3에 부합했다. 일상적 법규정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 

형태 또는 소수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전형적 입법례 확산의 패턴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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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되는 것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일상적 법규정에 한 

선례 답습적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인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도 발견했다. 파산자 결격사유 규정의 확 ‧재생산으로 인

한 도산제도의 왜곡, 효과성이 없다고 확인된 법률 규정의 반복된 입법, 

행정계획의 비체계적 중첩과 이로 인한 행정부담 발생 및 정책 효과성 

저하, 낮은 형량의 행정형벌 규정의 누적적인 증가로 인한 과잉범죄화, 

계기적 입법에 의한 과잉형벌화 현상을 발견했다. 한편, 가설2와 3에 관

한 분석 과정에서는 법제 의사결정상의 주의 집중은 주로 선 공약과 

관계된 경우, 충격적 범죄 및 형 사고 발생이 있는 경우,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가설 2에 부합하지 않는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루틴한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한 사례는 법률 규정

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에 한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이 맥락 의존적이

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제시했다. 유사한 관련법에서 이미 15

억원 이하 벌금형을 도입한 입법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무거운 법정

형이지만 쉽게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사례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자가 의식적으로 법제에 관한 조직 루틴을 수정하는 것이 드물게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현상 유지 편향이 작용해서 루틴 수정이 불완전하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에서는 새로운 

입법례의 발생이 법학 학설에 향을 미쳐 법규범적 제약을 변화시키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셋째, 법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  입법자의 결정에는 

반드시 합리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보는 ‘합리적 입법의도 

추정 경향’과 미래의 책임 또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되도록 현행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

에 한 법규범의 70년간 변화를 추적해본 결과, 법규범은 예상외로 가변

적이며 상 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입법 의사결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서 벗어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만은 아니며, 행정적‧조직적 원

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주로 조직화된 무질서



- iv -

(organized anarchy)와 정치과정으로 묘사되는 입법부의 의사결정에도 

법제 수준에서는 조직적‧행정적 과정이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 다. 둘째, 의회의 정책 의

사결정에서 비교적 탐구가 덜 된 법제에 관하여 분석한 점도 의의가 있

다. 법제의 정책 과정으로서의 위치와 법제관의 역할을 검토했다. 셋째, 

정책수단 선택에서 입법례와 법규범적 제약이라는 새로운 요인론을 제시

했고, 정책수단 선택의 주체 문제를 환기했다. 넷째, 법률에 한 정보추

출 방식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법 규정에 한 클러스터 분석

과 같은 양적 방법의 적용을 시도하는 등 법률 관련 연구 및 정책수단론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실증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방법론은 실무적으로도 법제 정비 및 규제 개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의 희소한 주의 자원이 비정책적 사무로 분산되는 것을 막

을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도제식 법기술과 법리

적 조언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정책 효과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법제

에 관한 정책학적 분석과 처방 제시가 증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제

에 한 조직 학습과 피드백을 강화시키고, 법제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무비판적으로 답습

된 입법례들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법제 의사결정 루틴의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주의를 상시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요어: 법제, 의사결정, 정책수단, 주의, 조직 루틴, 텍스트 분석

학번: 2016-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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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질문

  21세기 한민국 입법정책의 특징은 법안 발의와 통과의 획기적 증가

이다. 제출 법률안으로 보면 2000년 4월에 종료한 15  국회 4년 임기 

중 법률안은 총 1,951개가 제출되었으나, 20  국회에서는 2만 4천개 

이상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 제출 건수가 20년 만에 10배 이상 증

가한 것이다.1) 또한 법률에 반 된 법안 역시 15  국회 중 1,424건에

서 20  국회 중 8,79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 다. 이러한 법안 제출

과 통과는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제출 법안 중 의원 

발의 또는 위원회 제출 법안 비율은 15  국회의 59%에서 20  국회의 

95%로 증가했다.

  과거 미국 의회에 해 입법 산출을 법안 단위로 측정하고 로짓 분석 

등을 통해 그 향 요인을 찾는 연구 경향이 있었다(Mayhew, 1991; 

Binder, 1999, 2015; Bowling & Ferguson,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입법의 총량 감소가 주요한 정책문제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미국 의회는 80년 부터 입법교착(legislative gridlock)으로 입법 

산출 저하를 겪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생산성의 향 요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통계로 볼 수 있듯이, 총량적 입법 산출의 부족은 

현재 한국 국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입법 

산출이 과다하고 입법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2) 

1) 참고로 미국 하원은 1947년부터 지금까지 회기 중 가장 많은 의안이 발의된 90대 의회
(1967-1968)는 22,060건인데, 가장 적은 의안을 발의한 104대국회(1995-1996)는 
4,542건이며, 2000년대에는 5천에서 7천여건 사이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안정된 시계열
을 보이고 있다(Reynolds, 2019).

2) 이러한 지적은 상당히 많아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홍완식(2008), 박균성(2009), 최윤철
(2012) 등의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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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적 성과지표가 입법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일례로 1건으

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200개 이상의 개별 법안으로 쪼개서 발의하

거나 일본식 한자 단어 1개를 순화하는 법안을 량으로 발의하는 등 일

종의 성과지표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일부이지만 나타나기도 하는 것

이다(김재윤, 2020c).3) 

  또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입법의 양적 생산성 증 보다는 입법의 품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논의 

없이 급하게 입법되는 ‘질 낮은 법과 결함있는 정책(poor law and 

flawed policy)’ (Mann & Ornstein, 2006: 146),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읽어보지 않고 정당 지도자의 지시 로 투표하는 ‘어둠 속 입법

(legislating in the dark)’(Curry, 2015), 문제해결 충동의 무분별한 

추구가 정책의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정책국가’의 병폐(Orren & 

Skowronek. 2017) 등 입법의 질 문제에 한 우려도 여러 문헌에서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의 양보다는 질, 특히 법률의 구체적 내용이 어

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지에 한 과정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입법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이

후 의원 입법을 중심으로 국회의 정책 산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고, 국회는 왜, 어떤 논리로 이러한 법률들을 만드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탐구하기 위해 통과되는 법률안을 더 

세부적인 단위로 분해하여 검토했다. 법률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정치적·정책적 메시

지를 담고 있고, 후반부인 ‘개정문’에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법규정

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개정문의 각 규정들은 국가재

정,  강제력 또는 행정력 등 정부의 정책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개입

3) 16대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모든 법률안 상호간 제안 이유에 포함 단어의 코사인 유사
도(cosine-similarity)를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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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정책수단’ (policy instrument)

을 주로 담고 있다. 물론 현행 법률에는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정책

의 목적, 이념 및 가치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한 법률 

당 1~2개 조문에 그치고 있다.4) 결국 국회의 입법 정책의사결정의 산출

물인 법률안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해보면 다수가 정책수단에 해당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입법의 질은 입법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수단으로서 개별 규정들을 얼마나 합리적

으로 설계했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입법 과정에서 개별 법률 규

정을 설계하는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은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가? 라는 

연구질문을 제기했다. 이는 ‘국회는 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의 의

문을 법제(legislative drafting)5)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구체화한 것이

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제 설계의 결정 방식과 논리 및 주요 요인을 검토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입법에서 법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획기

적으로 늘어난 한국의 입법 총량에 한 비판적 검토로서의 적실성이 있

다. 입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법제가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는

지, 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현  입법정

4) 법률 규정은 정책수단과 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우선 밝힌다. 
정책수단론에서의 정책수단은 첫째, 선택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고 추상적인 정부 또는 
거버넌스 구조에서 선택된 것으로 이해되고, 둘째, 최종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을 중심으
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 개별 법률 규정은 법률에 내포된 정책수단이라는 특수성 이외
에도, 첫째, 의사결정의 주체가 국회로 특정된다는 점, 둘째, 정책수단의 최종적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의 선택가능항을 결정하는 제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점
에서 정책수단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 다만, 벌칙 규정,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금지적 규
제와 같이 정부 등 집행자가 정책수단을 선택할 재량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에는 법제 
의사결정이 곧 최종적 정책수단 선택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과 법
률 규정 사이의 구분과 관련성은 제2장 제1절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5) 법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2장 제1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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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징적 현상에 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기존 정책결정 이론이 주로 행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에 초점을 맞

춘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입법부의 정책의사결정을 다룬 점이 의의가 있

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는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 주의(attention)

와 계산능력 부족 등 자원 제약, 환류의 어려움, 정책 인과관계의 불명

확성과 정책 시차의 존재, 동기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참여자의 집합

적 의사결정, 그로 인한 책임의 분산, 목표의 모호성(goal ambiguity), 

정책 전달경로의 간접성, 결과의 불확실성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

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개입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서 국회는 활발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한 연구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에 의한 정책결정

이 활발해지고 입법 중에서도 의원 입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21세기 한국의 맥락에서 정책의사결정의 문제는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한편, 법제 의사결정이 정책수단 선택 의사결정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정책수단 선택이론의 관점에서도 이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정책수단에 한 연구는 이제 정책유형을 분류하고 정책수단들의 특

성을 분석하여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정

책수단을 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한 탐구로 연장되고 있다(Peters, 

2002; 김권식, 2013a, 2013b; 전 한, 이경희, 2013).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정책수단이 형성된다는 합리주의적 가설과 정치적 이해관계

에 따라 형성된다는 정치적 상황론(political contingency)의 설명보다

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책수단 선택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률

안에서 법제를 통해 특정 정책수단을 법률 규정의 형태로 반 시키는 의

사결정의 논리와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축적의 추세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법률에서 선택되는 규정 단위 정책수단의 

선택 결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텍스트 분석 방법을 개발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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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수단 연구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실증분석의 어려

움에 해서 제한적이지만 하나의 안을 제시한다는 의의도 있다. 실용

적 차원에서도 국회가 입법의 도구상자에 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정책설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학과 정책학의 가교를 연결함으로써 법제실무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지식을 생산하려는 시도로서의 의의도 

있다. Lasswell & McDougal(1943)의 연구나 법률가이기도 했던 

Dror(1970)의 ‘의도된 사회 변화의 도구로서의 법률(Law as a Tool 

of Directed Social Change)’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는 법학과 

행정학, 정책학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법

학과 행정학, 정책학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이진수, 2019), 법

률이 행정의 현 화와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Ziller, 2005).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책수단 연구를 법학, 특히 

륙법적 행정법 행위형식론과 연결하고자 한 선구적 시도가 있었다(홍

준형, 2009; 임현, 2014). 다만, 행위형식론은 주로 쟁송수단과 관련하

여 발전되어온 이론으로서 법리적 문제가 없는 법제를 하는 데 중요하지

만, 미래지향적 정책설계로서의 법제를 이끌어나갈 원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사법(司法)이 아닌 입법의 관점에

서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해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정책설계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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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검토

  이 장에서는 먼저 정책학의 관점에서 ‘법제’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

과정 중 법제의 위치를 검토했다. 또한 법제 의사결정은 정책수단 선택 

의사결정과 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논하면서, 정책수단의 선택에 

한 연구 경향을 검토했다. 물론 정책수단 선택과 법제 의사결정의 맥

락 차이도 같이 논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법제 수준에서 국회의 의

사결정은 조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관련

된 의사결정 모형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제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환경 변수로서 정책과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가 현상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법제는 입법과정의 일부로서 정책과정 중 정책결정 단계의 

가장 구체적인 국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는 정책수단과 접

한 관련이 있지만 그 결정의 추상성‧잠정성 및 법제에 특유한 법규범과 

입법례 존중의 경향성은 정책수단론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조직 의

사결정모형의 검토 결과 조직 루틴(organizational routine)과 조직의사

결정의 주의 관점(attention based view)이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한 현실 적합적 설명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입법을 

둘러싼 환경은 국회의원의 주의 제약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제 1 절 법제의 개념과 정책학적 맥락

  1. 법제의 개념과 정책과정에서의 위치

    가. 법제의 개념

  법제(legislative drafting)는 법률의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의미한다. 

법제는 입법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형성을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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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기반행정 진흥’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위해 제정법6)을 만들자고 결정하는 것이 거시적 입법 결정이

라면,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 도구들을 설계하고 배치해서 제

정법안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작문 작업을 법제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와 포

함될 내용을 명시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공공

기관 간 데이터 제공의 요청 요건, 절차, 제공 범위, 제공 결정 방법, 

제공의 거부와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정하

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 행정데

이터분석의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정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설계

하는 것이 모두 법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문단에서 시도한 법제의 정의는 다소 법제의 작업 내용에 집중한 

것이다. 한국의 법제 실무에서도 앞 문단과 유사한 작업 중심의 개념 정

의가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국회 법제실(2019: 81)에 따르

면 법제는 “입법의 과정 중에서 법률안을 실제적으로 입안‧작성하는 행

위”를 말한다. 여기서 “실제적으로”에 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

고 있다. 해당 문헌이 입법 시 자주 사용되는 개별 법률 규정들의 입법 

방법을 처방하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을 실제적으로 입

안·작성하는 행위’는 위에서 예시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설계 작업을 의미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입법학(legisprudence) 및 법학 기반 법제 연구자

들은 법제가 정책을 법률로 번역하는 전환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Filson & Strokoff(2008)는 법제를 입법자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

해 정책을 법률적 언어체계로 구성하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이라고 정의

했다. Xantaki(2013: 57)는 입법의 언어(text)를 구성(construct)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Ntaba(2008: 128)는 입법자(lawmaker)와 법제실

무가(drafter)의 일이란 정책을 법률로 번역(translate)하는 것이라고 보

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는 법제가 법률의 논리와 언어로 이루어져야 

6) 2020년 12월 시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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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법제는 분명 정책과정이라는 점에

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제는 정책을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번역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정책과정으로서의 법제

  정책학의 관점에서 법률이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정책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견 문제없는 명제인 것으로 보인다. 정정길 외(2010: 36)

에서도 정책의 유관 개념을 검토하면서 “법률은 일반적으로 정책과 본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서술하며, “법률은 정책의 한 형태”라고 설

명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은 곧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다만 형식적 

측면에서 약간의 특색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법률은 의도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도구(Law as a Tool of Directed 

Social Change)라고 주장한 정책학의 시조 Dror(1970)의 주장도 있으

며, 법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라고 본 법철학자 Kelsen(1941)과 Summers(1971)의 입장도 존재한다. 

  그런데 의외로 법률은 결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존재한

다. 만약 그 주장이 참이라면 법제 의사결정을 정책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이 논문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략히 이 문제를 검토한다.

  Hayek(1973)은 표적으로 법률은 추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

률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게 혜택 또는 침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Hayek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법률은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를 발견하고 실정법 체계에 반 함으로써 공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Hayek은 법률을 통해서 특정한 집단을 

도와주거나 정책적 배려를 하는 입법 행위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Hayek(1973)이 ‘법, 입법,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에서 ‘법’ 개념과 ‘입법’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은 법은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것인 반면, 입법은 입법

자의 의도 로 발명되는 ‘기획’, 즉, 정책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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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으로서의 

법제는 법치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ayek의 입장에 해 Deborah Stone(2012: 298)은 그러한 

중립적 규칙(neutral rule)의 이상은 정체(polis)에서 달성 불가능한 목

표로서, 현실에서 과연 누구에게도 편파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한다. Hayek이 이상적 규칙의 예시로 든 횡

단보도 신호체계 규칙 역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간 소요 및 안전 보장 

사이의 상충 관계(trade-off)와 같은 비중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다. 즉, 횡단보도 신호를 더 자주, 길게 부여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시간 손실을 강제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횡단보도 신호를 짧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시간과 안전을 희생하게 된다. 정책적 재분

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 사회의 복잡한 입법 현실에서는 Stone

의 논평 로 Hayek 식의 중립적·비정책적 법률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률안을 실제로 관찰해 보았을 때도 입법은  

점점 더 정책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법학적 용어로는 이를 법률이 

“권리의무규범으로부터 가치배분규범으로” 성격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고 표현한다(송호신, 2019). 즉,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해 사법적(司法的)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의 

법률이 아니라,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법률의 입

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리의무규범에 관한 입법인 경우에

도,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에 해서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

송제도의 변화로서 권리의무규범에 관한 사항이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경제정책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화된 법률을 입법할 때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검토했듯이 입법의 실질로 보았을 때 법률은 정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제를 정책과정으로 이해하여 정책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결정과 법제의 문제는 정책학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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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조명을 덜 받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법제를 정책 과정 중 어디에 위치시키냐는 것인

데, 법제는 정책과정 중 정책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 

중에서도 정책집행의 직전 단계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국면이라

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idman & Seidman(2008)은 법제가 정책결정과 집행

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이 연결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법제관(drafter)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입

법정책에 관하여 법률을 제안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정책결정자와, 

결정된 법률을 해석해서 집행하는 법집행자 사이에 법제관이 존재한

다.7) 법제관은 정책결정자들의 위임을 받아 법률의 구체적 규정을 합리

적으로 설계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의지를 법집

행자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Seidman & Seidman(2008)은 법제관이 없어진다면, 정책 결정과 집행

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정책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을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비현실적으로 입안하거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정책의도를 집행자가 이해

하지 못할 정도로 모호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법제관-법집행자의 구분은 

<표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이러한 설명으로 볼 때 Seidman & Seidman(2008)은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1 -

<표 Ⅱ-1> 법률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법제관, 법집행자의 역할

 출처: Seidman & Seidman(2008)

  다만, <표 Ⅱ-1>과 같은 입법과정의 3분법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법

제 의사결정의 실제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의 법제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제 초

안 작성 단계는 물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도 

때로는 지엽적으로 보이는 개별 규정에 해 국회의원이 직접 논의하고 

문구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한국 법제 과정에 Seidman & 

Seidman(2008)의 틀을 입시켜 보면,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는 정책

목적과 정책수단의 강만을 정하는 정책결정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 정책설계의 구체적 내용과 문구 조정까지 관여하는 법제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국회의원이 상황에 따라 법제 의사결

정 관여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람 역할
정책결정자

(policy

maker)

- 법률의 제안(proposing law),

- 법률의 목표를 설정(determines law’s objectives)

법제관

(legislative 

drafter)

- 정책의 광범위한 목표와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여줌

(bridge the gap between a policy’s broad 

objectives and the implementation)

- 정책결정자들의 일반적인 목표들을 상세한 입법적 처

방으로 번역(translate policymaker’s generalised 

objectives into detailed legislative prescription)

- 제안된 법률의 구체적 규정을 설계(designs the 

proposed law’s detailed provision)
법집행자

(law 

implementer)

- 법률의 지시를 시행(carry out the command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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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제와 정책수단

    가. 법제와 정책수단의 관련성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의 실질적 내용이

자 구성요소”이다(정정길 외, 2010: 43). 법제의 관점에서 정책수단은 

법률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정책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책수단으로서 자주 논의되는 보조금, 바우처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수

단(substantive policy instruments)은 물론, 이를 뒷받침해 주는 행정

절차 및 실효성 확보 수단과 같은 ‘실행적 정책수단’까지 포함시킨다

면, 개별 법률상의 규정들은 부분 정책수단으로 포섭된다.8) 예를 들면 

‘산업폐기물 배출 저감’이 정책목표라고 한다면 그에 관한 정책수단으

로 산업폐기물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규제와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한 형벌

의 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이때 산업폐기물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규제

는 실질적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무단투기를 적발할 

기구를 조직하고, 조사를 위한 자금을 동원하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은 실행적 정책수단에 해당한다(정정길 외, 2010: 45). 이 사

례를 법제의 관점에서 보면 금지에 관한 규제는 실체적 규정으로서 법률

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실행적 정책수단은 보칙과 벌칙으로서 법률의 뒷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등, 정책수단과 법률 규정이 서로 응 관계에 있

게 되는 것이다.

  실제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을 통해 통과되는 법률안을 요소별로 분해

하여 보면 각 정책수단으로 응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모든 법률에서 정책목적을 정하는 규정은 

법률의 제1조(목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률의 기술적 정합성을 위해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이 제2조(정의), 여기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제3조부터 제5조 정도까지 법률의 ‘이념’이나 ‘국가 및 정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같은 정책목적 및 법 해석에 관한 조

8) 정책수단을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정책수단으로 나누어서 보는 관점은 정정길 외
(2010)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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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넣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후 나머지 부분의 법률 규정은 정책수

단에 해당한다.

  국회와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문화된 법제 가이드라인으로 국회사

무처에는 「법제이론과 실제」가 있고 법제처에는 「법령입안심사기준」

이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 유형이 열거되어 있

는데, 이 목록을 분석해보면 정책수단의 이론적 분류기준에 의하여 포섭

될 수 있는 규정이 부분이다. <표 Ⅱ-2>와 같이 일부 정책목적에 관

한 규정, 해석에 관한 규정 및 사법적(司法的)인 규정을 제외하면 부

분의 규정이 정책수단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책수단 분류에 따라 분류

가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보인다. 

<표 Ⅱ-2> 공식 법령 입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정단위 정책수단

분류 규정 분류
NATO 

분류

규제-유인 

분류

총칙

(preliminary 

provisions)1)

목적

정책목적 및 법 기술에 

관한 규정(정책수단이 

아님)

기본이념
정의
해석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체

규정

(substan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O -
위원회 설치 O -

허가 A 규제
특허 A 규제
인가 A 규제
등록 A 규제
신고 N 규제
지정 N 규제
인증 N 규제
부관 A 규제

결격사유 A 규제
업허가 지위승계 A 규제
인허가 등 의제 A 유인

규제특례 A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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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규정 분류
NATO 

분류

규제-유인 

분류
검사제도 N 규제
행정지도 N 규제

행정강제( 집행 등) A 규제

공표
제재적 공표 A 규제

정보 제공 N 유인

과징금 T 규제
부담금 T 규제

가산금, 연체금 T 규제
보조금 T 유인

출연금 T 유인

출자, 융자 등 T 유인
국공유재산 특례 T 유인

특별회계 T 유인
기금 T 유인

공공기관 등 예산, 회계 T 유인
특수법인 O -

외국인의 지위 A 규제-유인
겸직과 리의무 금지 A 규제

자격부여 A 유인

보칙

(supplementary 

provisions)

손실보상

NATO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 제도2)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조정·중재
시효제도
수수료 T 규제
포상금 T 유인

행정조사 N 규제
청문과 공청회 N 규제

행정기관간 협조, 

행정응원
O -

행정기관 등의 보고의무 O -
권한의 위임·위탁 O -

리· 행 O -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A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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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분류’의 괄호 안 분류는 영연방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Thornton’s Legislative 

Drafting’ (Xantaki, 2019)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이 책과 한국의 법령 입안 가이
드라인의 법규정 대분류는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법체계의 차이
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다.
2)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최적 억지(optimal deterrence)하기 위해 (징
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대안적 분쟁조정 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다는 법경
제학적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사법적 수단들도 정책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홍대식, 
2015). 또한 손해배상(tort)의 경우는 Salamon(2002)에서도 한 챕터를 할애하여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설명하고 있다. 

  <표 Ⅱ-2>의 ‘NATO’ 분류는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자원에 따라 나

눈 Hood(1986)의 모형으로서, NATO는 각각 정보제공 수단 등을 포함

하는 연결형(nodality), 규제 및 처벌과 같은 권위형(authority), 보조금

과 같은 재정형(treasure), 그리고 조직적 역량을 준비하고 사용하는 조

직형(organization)을 의미한다. 또한 규제-유인 분류는 정책수단의 강

제성 수준에 따른 Vedung et al.(1998)의 ‘몽둥이-당근-설교’의 분

류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론의 선행 이론에 따른 분류론으로 

보더라도 법제관들이 사용하는 SOP상의 도구들은 부분 정책수단으로 

쉽게 포섭될 수 있다. 법률의 개별 규정과 정책수단 사이에는 일견 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제와 정책수단의 구별

  그런데 이와 같은 깊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과 정책수단에

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법제 의사결정을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로 완

분류 규정 분류
NATO 

분류

규제-유인 

분류
금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 규제

벌칙

(penal provisions)

형벌 A 규제
양벌규정 A 규제
과태료 A 규제



- 16 -

벽하게 치환하여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이유는 첫째, 법제 의사결정은 정

책수단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항을 만들어주거나 제약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수단론에서는 정책수단 선택 주체를 특정하지 않는데 비하여 법률에 

한 법제 의사결정은 선택 주체가 국회로 특정되어 있으며,9) 국회 특

유의 의사결정 방법이 법제 의사결정 결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법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정책수단론의 수단 선

택에 관한 연구 동향을 검토했고, 동시에 조직 의사결정이론과 국회의 

의사결정 특징도 검토했다. 아래에서는 먼저 정책수단과 법제가 구분되

어야 하는 이유에 해 검토했다.

      1) 법제 의사결정의 잠정성과 추상성

  먼저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수단 선택은 직접적인 사회 개입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개입의 조건과 가능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수단 선택과 구별된다.10) 즉, 의회의 정책수단 선

택은 결국 법률에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추상적 행위로 나타난

다는 것이다. 물론 집행자가 선택의 재량이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방식

9) 물론 법률안의 초안 작성에 있어서 정부,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크다는 점은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초안을 제출하든지 최종적인 법제 의사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의사결정이
라 하더라도 말이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정부의 법률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왜, 언제 나타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의 사
례 분석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10) Salamon(2002)의 각 챕터에서 정책수단의 특성(feature)을 설명할 때 원용하는 직접
성(directness) 여부는 이 연구에서 잠정성·추상성 개념과 다른 차원의 개념이므로 구별
해야 한다. Salamon에 의한 직접성-간접성 구분은 정부 관료제(bureaucracy)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속성이다. 즉, 이 기준에 따르면 직접정부 수단이 가장 직접
적인 정책수단이며, 비정부 행위자를 통한 협력적이고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은 간접적인 
수단이다. 반면 이 연구에서 잠정적·추상적이라고 한 것은 의회에 의한 정책수단 결정
이 많은 경우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나 기타 집행기관에게 일정 정도의 재량을 주
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위한 기
준은 정부의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선택된다. 또한 Salamon의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
인 정부 직접생산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생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기준에 따르면 완벽히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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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제를 하게 된다면,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이 최종적인 정책수단 

선택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이며, 많은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은 집행자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관료

제적 과정 또는 거버넌스 구조를 거쳐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의 추상성과 정부에 한 선택 재량의 부여 때문에 발생하

는 이슈가 권한의 위임과 재량통제, 감독의 문제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

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인- 리인(principal-agent) 문제의 일종이

다. McCubbins & Schwartz(1984)는 이러한 집행 재량 통제의 문제를 

의회의 이분법적 선택 문제로 개념화했다. 의회가 집행권에 해 감독

(oversight)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도구를 비유적 이념형으로서 

치안순찰(police patrol)과 화재경보기(fire alarm)로 구분한 것이다. 치

안순찰은 의회가 개입적으로 직접 감독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방법을 말하고, 화재경보기는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자동으로 견제가 되도록 유인구조를 설계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

우에만 개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의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당

사자를 늘린 것, 각종 환경 관계 행정규제법에 널리 도입된 확 된 사법

심사 규정 등이 모두 화재경보기 방법의 예이다(McCubbins & 

Schwartz, 1984). 이러한 논의는 입법자들이 관료조직(bureaucracy)을 

적절히 통제하고, 리손실(agency loss)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입법을 하는지, 어떤 입법이 리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효과적인지를 탐

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Epstein & O’Halloran, 1999; Huber 

& Shipan, 2002).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의회가 입법으로 집행자의 재량을 얼마나 제약할 

수 있는지, 어떤 수준의 재량 부여가 적절한 것인지에 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Lowi(1979)는 이익집단 자유주의에 의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

해 의회가 법률을 최 한 상세하고 비재량적으로 규정하는 ‘사법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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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juridical democracy)’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해 

James Q. Wilson(1990)은 ‘Juridical democracy versus American 

democracy’에서 Lowi(1979)의 사법적 민주주의는 행정의 본질상 실현

이 어렵다고 반론했다. 행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입법자가 앞으

로 일어날 일에 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Wilson(1990)은 집행기관이 유능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법률에 집

행에 관한 규정을 최 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동일 취지로 McCubbins & Schwartz(1984: 175)도 집행기관 감독을 위

해서 법률을 최 한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법은 인지적 한계(cognitive 

limits)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사전에 모든 실현가능

한 상황을 예측해서 확정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tone(2012: 297) 역시 달성 불가능한 규칙의 이상으로서 완벽하게 정

확한 규정과 완벽하게 유연한 규정을 예로 들었다. 법학적 입장에서도 

현  행정의 복잡성과 기술적 특성 때문에 법률을 최 한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해되고 있다(박

도, 1999; 지성수, 2004; 슈미트-아스만, 김현준 역, 2020: 53-4).11) 

  한편, 이러한 정부에 한 법률 설계상 재량의 위임 수준은 이익집단 

정치의 향을 받을 수 있다(Hayes, 1981; 박세일 등, 2019: 744-5). 

Hayes(1981)는 Wilson(1980)의 규제에 한 유형론에 따라 입법에 해 

이익의 분산과 집중, 비용의 분산과 집중에 따라 이익집단의 차별적인 

향력 행사가 나타나며, 따라서 이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라 입법의 형

태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 정

책의 경우 입법부가 이를 자세히 규정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선언적이거

나 략적인 규정을 통해 집행기관에 결정권을 위임하는 전략을 사용하

11)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
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
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다”. 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헌재 2011. 8. 30. 2009헌바128등; 헌재 
2011. 11. 24. 2010헌바2; 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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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실체적 정책 내용 없이 상징적 의미를 주고 신

호를 보내려는 유인에 의하여 입법을 한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다

(Edelman, 1964, 1977, 1988; Katzmann, 1989; Kaufman,2006a, 

2006b; 홍준형, 2020). 실증적으로도 한국 법제 현장에서 활용이 늘어

나고 있는 ‘노력의무 조항’의 문제도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박 도, 

2015). 반면 이익이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된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소득

분배적인 정책을 담은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나타나기 쉽다. 

이 경우 정부에 해 재량을 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자율권이나 자율규

제를 규정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마지막으로 이익과 비용 모두가 집중된 

경우에 입법은 자주 실패하거나,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Hayes, 1981).

  결국 입법부에서 직면하고 있는 법제 의사결정의 상황은 정부 일반에

서의 정책수단 선택 상황보다 더 복잡하고 잠정적이며 추상적이다. 그리

고 이러한 특성들은 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의 어려

움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합리적 정책의사결정에 장

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하여 반드시 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법부의 법제 의사

결정에 해서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특성들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의사결정 주체의 차이

  한편, 법제 의사결정과 정책수단론에 따른 정책수단 선택의 이론 사이

에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의사결정의 주체 문제가 있다. 정책수단

론 연구에서는 많은 경우 누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지에 해 관심을 가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국회가 법제의 명시적 주

체라고 상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의 특성과 의사결정 

방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여러 정책수단론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수단 선택에 해 누가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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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지를 언급하지 않거나, 논하는 경우에도 ‘입법자 또는 정부

(legislators or executives)’와 같이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

다(McDonnell & Elmore, 1987: 136). Salamon(2002: 126, 172)의 책

에서도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헌법적 제약으로서 의회가 기본적인 내용

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를 의미있게 고려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예시적으로 실증연구에서도 

정책수단 선택의 주체는 정부 일반(Newman & Nurfaiza, 2020), 정권

(Marsh, 1991), 공공기관(Borras & Edquist, 2013), 정부와 계약을 맺

은 서비스 공급자(Newman & Bird, 2017)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Borras & Edquist(2013)의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사례연구를 하

면서 혁신정책의 도입 주체가 정부인 경우와 공공기관인 경우를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있고, Newman & Bird(2017)에서는 정부, 정권, 서비

스 공급자가 동시에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 조직 의사결정 과정상의 특성과 메커니즘이 법

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정책수단론 연구에서는 보통 

정책수단 선택을 누가 하는지, 의사결정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수

단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법제 의사결

정에 관한 이론화와 가설도출을 할 때 정책수단론적 선택 요인론만으로

는 유용한 모형화가 어려우며, 국회의 의사결정 특성에 한 이론적 검

토가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조직 의사결정의 이

론에 관한 검토와 국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여러 환경요인들도 같이 검토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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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제 의사결정의 특수성: 법리적 제약과 입법례 답습의 경향성

앞에서는 법제가 내용상 정책이고 정책과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책수

단론과의 관계가 있으나 구별되는 특징도 있다는 점을 논했다. 이는 법

제의 정책으로서의 맥락에 한 검토 다. 반면 이 절에서는 법제가 법

률의 역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제약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

다.

  먼저 법제는 법률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로서의 제약에 직면한

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는 헌법상 제약과 법률간 무모순성 등 법체계성

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은 헌법

재판소에 의해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자들이 무시할 

수 없다. 표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통해 도출된 입법

의 원칙을 열거하면 보충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 기본권 존중,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

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홍완식, 2009; 허 , 2016).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헌법 원칙들과 법체계성에 한 제도

적 강조가 입법 의사결정의 실제에서 표준적 정책조합의 선택이나 입법

례에 따른 답습적인 의사결정을 장려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원칙과 법체계성의 가치는 추상적이므로, 이러한 추상적 가치로부터 구

체적으로 법기술상 문제가 없는 법률안을 만드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

며 상당한 법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법체계 적합성의 문제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해결

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법제의 중

요한 내용 및 방향은 국회의원이 정하고, 구체적 조문 성안 작업 등 법

제 작업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법조인 출신 국회의

원의 경우에는 법 기술적 사항을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능력이 있지

만,12) 그러한 구체적인 법제 실무를 하기에는 주의 집중의 자원과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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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소하므로 법제 지원조직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

다. 둘째,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법제를 답습하면 쉽게 위헌과 법기술상

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법체계상의 알려진 문제 제기가 없는 타법상 

입법례나 타법 전체의 내용을 답습하며 약간의 수정을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두 번째의 답습 전략은 국회의 공식적 논의 수준에서도, 법제 지

원 조직 또는 법제관 수준에서도 모두 구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다소 비판적인 연역적 추론이 현실과 잘 부합하는 것일까?

  먼저 한국 입법과정에서 법체계성에 한 보좌 및 검토 제도가 잘 갖

추어져 있고, 그에 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첫 번째 추론의 개연성

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발의되는 의원 입법안의 상당수가 법제실에서 의

뢰에 따라 입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국회 법제실, 2014).13) 나머지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제 전문가의 관여 수준은 정부 법안인 경우가 국회보

다도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사단계에서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해 전문위원이 법체계성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하

며,14)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을 병합하여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서 심사할 때에도 쟁점 사항에 한 의사결정만 해주면, 직업공무원인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법 기술적으로 법안 성안을 한다. 또한 법률

안의 법체계성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별도로 운

12) 다만, 변호사와 법관 등 법조인은 법의 해석과 소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조인 출
신 의원이 법률안을 만드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법(司法) 중심의 법교
육과 입법 및 법제 전문성의 괴리에 대한 지적은 입법학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다(최대권, 1994; 최윤철, 2012; 류병운, 2014; 고인석, 2016).

13) 법제실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안의뢰건수는 16대 1,682건, 17대 4,399건, 18대 10,672
건, 19대 시작 후 14개월만에 20,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동 기간  
중에 실제 발의된 의원입법 법률안의 수보다 더 많다.

14)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에는 정부입법에 비하여 의원입법에 관련된 제도가 없
어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법률안에 대한 법체계성에 대한 검토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이혁우 등, 2011). 이혁우 등(2011)에 의하면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는 규제에 대한 심사제도는 아니며, 법체계성 위주의 법형식적 검토에 치
중되어 있다. 이혁우 등(2011)의 주장은 검토보고 제도가 체계적인 규제심사로서 기능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바꿔말하면 검토보고의 주된 초점은 입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체계성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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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든 법률안에 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법

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한국 

입법과정만의 독특한 제도설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근후, 1994; 김

준, 2016).15)

  다음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전략인 기존 입법례의 답습도 실제 나타난

다는 증거가 보고되고 있다. 이경선(2018, 2019)에 따르면 최근에 입법

되는 행정법의 유형은 유형 구분을 뚜렷이 할 수 있을 만큼 표준화되어 

있는데, 법제 기준과 입법례에 한 고수를 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의 위임 전략과 두 번째의 답습 전략은 동시에 이루어질 가

능성도 있다. 즉, 입법자의 위임을 받은 법제 지원조직에서도 빠르고 안

전하며 문제없는 법률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존 입법례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국회 법제실에 1년에 만개 단위의 법안 성안 

의뢰가 접수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 법제실과 정

부의 법제처가 각각 업무지침으로 삼고 있는 법제 기준도 결국 입법례를 

찾아서 유형화한 것이다(국회사무처, 2019; 법제처, 2019). 실제로 법제

처의 한 법제관은 다음과 같이 입법례 중심의 법제 실무 관행을 소개한

다(윤재웅, 2012).

“법령심사에서는 상투적인 문구(Cliche)라고 할 수 있는 입법례가 기본

이 된다. 즉 유사한 내용을 규정할 때에는 종전의 법령에서 이미 사용하

고 있는 표현을 최 한 고려하게 된다. 사실 입법례만 잘 알아도 꽤 괜

찮은 법제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투적 문구의 재사용은 여러 국가의 법제에서 공통적인 요소

인 것으로 보이며, 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데이터분석을 통해 실증

되기도 했다. Caldwell(2008)에 따르면 국의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15) 폴란드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만 유사한 제도로서 법률안을 입법위원회에 회부에서 
법리적 검토를 받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근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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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을 때, 다른 글에 비해 동일한 문장과 문구, 그리고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dwell은 이러한 법률 텍스트의 체계적 반

복성은 법률 언어의 기능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보통의 어 작문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법문은 기능상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선례 답습적으로 작

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동일한 입법 의도를 갖고 있다고 

입법자가 생각했으나 표현이 다르게 된 경우, 그 차이가 과연 의미가 있

는 것인지에 해서 법관들과 법 집행자들이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 해석과 집행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해석이 정립되어 있는 

동일한 표현을 계속 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Caldwell은 

법률을 자연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고등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까운 것으

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누구도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풍부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설명한다. 

 

  이러한 선행 규정에 한 답습의 문제는 법제 유관 분야인 계약서

(contract) 작성 분야에서도 자세히 분석된 바 있다. 상거래에 관한 계

약서에는 거의 항상 자동적이며 표준적으로 채택되는 기본 조항을 포함

하게 되는데, 미권 법률 전통에서는 이를 가리켜 ‘boilerplate(표준문

안)’ 규정이라고 한다. 흔히 법경제학적 최적 계약 연구에서 계약서 규

정들은 계약 당사자들의 치 한 계산을 통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물

이라고 전제되지만, Richman(2011: 77)에 따르면 계약서는 량생산된 

공산품이기 때문에 선례답습적 루틴에 의하여 만족할만한 품질로 만들어

진다. Richman의 논의는 일종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매

번 계약서 작성시마다 계약 당사자나 로펌의 변호사들이 치 하게 처음

부터 끝까지 계약서를 다시 설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

면 이론적인 최적 계약서 작성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오히려 

로펌의 계약서 작성 실무에서는 ‘이전에 그것이 작동했는가(Ha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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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d before)?’에 의지하여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계약서를 적

절한 노력수준으로 빠르게 만들어 내는데 집중한다(Richman, 2011: 

81).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계약서에는 효과성의 논리와 별개로 종전에 

사용된 표준 문안들이 충실하게 답습되는 것이다.

  한편, 계약서 작성의 답습성에 주목한 Richman의 견해에 비하여 

비록 느리지만 특별한 계기에 의하여 서서히 진화하는 속성에 주목한 

Choi, Gulati & Posner(2013)의 연구도 있다. 이에 따르면 표준문안은 

잘 변화하지 않지만(sticky), 그렇다고 고정된(static) 것도 아니다. 표준

문안을 변경시켜야 할 만한 계기가 있는 경우, 선도적으로 변경된 표준

문안을 시도하는 로펌들이 소수 생겨나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조금씩 

확산되는 방식으로 표준문안이 느리게 진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

십년간 그 로 사용되었던 외국국채 계약서에 한 표준문안은 여러 차

례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비록 느리지만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상의 답습성에 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입법에

서도 유사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양적 성과지표에 근거한 입법의 량생산 체계 속에서 국회에서도 이와 

같이 선례답습적인 법제를 통해 주의 자원을 절약하고 법리에 크게 어긋

나지 않는 적절한 품질의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의 답습성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는지, 그리고 답습의 정도가 복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시간 흐름에 따

라 계기적 변화를 겪는 것인지에 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법제가 법률을 만드는 작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사결정

상의 특징들이 과연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정책결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

지, 또는 정책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지에 해서는 체계적 연구

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수단론과 입법 이론에서는 

이러한 법제과정상의 특수한 제약이 잘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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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연구 경향에서는 표준적 입법례의 답습 현상이 이미 보고되어 있

지만(이경선, 2018, 2019), 이 역시 답습적 결정이 언제, 왜 나타나는지

에 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법제의 독특한 

제약 사항과 의사결정의 경향성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국회의 의사결

정에 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제 2 절 정책수단 선택에 한 이론적 검토

  1. 정책수단 선택의 합리적 요인에 한 탐색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다양한 수단

과 장치들”로 정의할 수 있다(김병섭 외, 2013: ⅲ). 이러한 정책수단

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정책수단의 분류론을 개발하고 정책 개입을 잘 

하기 위한 처방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90년 부터는 정책수단 

선택의 요인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전 한, 이

경희, 2013; Capano & Howlett, 2020). 정책수단 선택에 관하여 가장 

초기에 등장한 이론으로는 후생경제학의 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평

가되는 ‘도구주의’의 입장이 있다. 도구주의는 시장실패를 개입의 근

거로 제시하며, 문제의 유형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최적의 

처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시도했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각 상

황에 해 최적의 응을 처방하는 백과사전식의 설명서 형식을 주로 띠

고 있었다(전 한, 이경희, 2013). 

  그러나 도구주의적 정책수단 연구는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고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등 기본 전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일련의 비판을 

받았다(Linder & Peters, 1987; Hood, 1986; Doern & Phidd, 1983). 

그리고 이러한 비판 이후 그렇다면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도구적 합리

성 이외에 무엇이 정책수단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인가를 밝히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물론, 소위 도구주의라고 비판을 받은 경제학적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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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에 해서 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Kirschen et al. (1964)에서도 정책수단의 ‘이론적인 

탁월성(theoretical goodness)’은 의사결정자들의 정책수단 선택을 불

러오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적 정책수단 선택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Capano & Lippi, 2017).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

시에는 체계적 연구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정책수단 선택 요인에 관한 다음 세  연구에

서는 정책수단 선택의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과 역사 및 제도와 같은 맥

락적 요인을 들게 되었다. 우선 정치적 정책수단 선택의 요인으로 제시

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표적이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

적 이해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에 해서는 규제와 민 화 수단

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다(최병선, 2006). 

Peters(2002) 역시 정책수단 선택에 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5 I’ 요소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이해관계(interest)를 포함시켰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수단 선택을 분석한 Atkinson & 

Nigol(1989)에서도 논의의 출발점은 합리적인 정치적 이익의 극 화이

다. 제도의 향력을 논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Peters(2002)는 이해관계 외에도 정책수단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서 아이디어(ideas), 개인(individuals), 제도(institutions), 국제

환경(international environment)을 들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사

한 요소들이 탐구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념과 사회 규범의 향력 등에 

한 논의도 있었다(Doern & Phidd, 1983; Ringeling, 2005). 한국에

서도 Peters의 ‘5Is 요인론’에 기반한 선행 연구가 축적되었다. 권혁

주(2009)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본 정책수단 선택의 주요 향요인은 

정책이념, 정치의 과정에 개입하는 제도적 요인, 그리고 행위자 수준에

서의 비용과 편익의 배분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권식

(2013a, 2013b)은 이념과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 법률안에 포함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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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채택 확률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기도 했다.

  Peters의 ‘5Is’ 중 아이디어는 재분배에 한 태도나 시장 기능에 

한 믿음과 같은 이념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이 외에도 정책을 결정하

는 의사결정자들과 정책분석가들의 정책에 한 생각 일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16) 따라서 앞서 법제 의사결정의 특수한 제약요인으

로 보이는 것으로 추측한 ‘법규범’의 경우에도 아이디어(idea)의 일종

으로서 포섭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설명을 수용하면, 어떤 정책수단이 

법리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또는 “사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한 

정책전문가들의 지배적 판단이 정책수단 선택에 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5Is 이외에도 정책수단의 선택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

가 많이 있었다. 우선 정책학습과 적응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Howlett 

& Ramesh, 1993; Hood & Margetts, 2007). 이에 따르면 선행한 정책

수단 선택이나 비교 상이 되는 다른 국가에서의 정책수단 선택은 후속 

선택에 향을 준다. 즉, 정책수단 선택의 의사결정 각각 독립된 의사결

정행위가 아니라 서로 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근사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해 나가는 정책학습과 적응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Capano & 

Lippi(2017)는 도구주의적 정책수단 선택의 논리가 우세한지 아닌지 여

부, 그리고 맥락 및 이념에 의한 정책수단 선택, 즉, 저자에 따르면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가 우세한지 아닌지 여부

의 4분면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요인 분석론을 종합하려고 시도하기

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성에 기반한 도구주의적 선택, 정부의 역량과 자원

(Hood, 1986)에 의한 선택, Peters(2002)의 정책도구 선택의 정치적 

향요인으로서의 ‘5Is’, 정책학습과 적응, 그리고 도구주의와 맥락적·

이념적 선택의 종합론은 모두 큰 틀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의 범주

16) 참고로 김권식(2013a, 2013b)에서는 Peters(2002)의 5I 중 ‘Idea’를 이념으로 번역하
고 있지만, Peters(2002)의 논지에 따르면 이념(ideology)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
적 의견이나 사고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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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경제적 합리

성이든, 정치적 합리성이든 일정한 논리(rationale)를 가지고 있고 뚜렷

한 개입의 목적 달성을 이루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합리적 요인론만으로는 앞서 묘사한 법제 의사결정

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난맥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인

다. 비록 법규범이 법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이디어

(idea)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선행 입법례의 답습, 

특히 오류 있는 입법례의 무비판적 복제 현상에 해서는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합리적인 요인론과 구별되는 다른 정책수단 선택 요

인론의 연구 경향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정책수단 선택의 비합리적 요인에 한 탐색

  지금까지의 논의와 다르게 비합리적 이유로 정책수단이 선택되는 경우

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정책수단 선택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경

로의존성이 작용한다는 논의가 있다(하연희, 문명재, 2007; Rose & 

Davies, 1994). 물론 Van Nispen(2011)은 경로의존성에 의한 정책수단 

선택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분류했지만, 경로의존성의 작동이 반드시 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Mahoney, 200

0)17). 

  한편, 정책의 유행(en vogue)이나 (Van Nispen & Ringeling, 1998; 

Van Nispen, 2011), 친숙성에 기반한 관습적 선택(Peters & Van 

Nispen, 1998) 또한 논의가 되었는데, 이는 정책수단 선택이 시·공간

적으로 인접한 정책수단 선택의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

책수단의 선택 방법은 정책 결정이 크게 틀릴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 

17) 경로의존적 제도의 재생산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포함해서 제도에 대
한 기능적 설명, 정치 권력적 설명 및 정당성 설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Mahon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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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정당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상황에 맞

지 않는 정책수단의 선택으로 효과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그

리고 유행과 친숙성에 의한 관습적 선택은 자칫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

는 체계적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책수단 주변에 정책 행위자들이 모여서 그 사용을 장려

(promote)하는 현상이 ‘정책수단 유권자(instrument constituency

)’18)라는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했다(Voss & Simons, 2014). 정책수단 

유권자 현상의 함의는 정책문제에 맞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적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의해 선호되는 정책수단

이 먼저 존재하고, 이 정책수단의 활용을 위해 정책문제를 찾아내서 적

용하는(chase) 의사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수단 유권자

에 의한 특정 정책수단의 장려는 정책문제의 성격 및 맥락과 관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Beland & Howlett, 2016). 

  더 나아가 Howlett & Mukherjee(2014, 2018)는 비합리적 정책수단 

선택을 정책설계(policy design)에 비하여 정책의 ‘비설계

(non-design)’로 개념화했다. 비설계는 정책 형성과 결정과정이 매우 

불확실(contingent)하고 설계에 한 고려가 결여되어서 정책 목표와 수

단 등 정책 구성요소간의 논리적, 경험적 관계가 무시되는 경우를 말한

다(Howlett & Mukherjee, 2018: 309). 그 유형으로는 정책설계의 합리

성이 결여된 순서 로 선거지향적 기회주의(electoral opportunism), 로

그롤링(log-rolling), 부패(corruption), 고객정치(clientellism), 흥정

(bargaining)에 의한 결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Howlett & Mukherjee(2014, 2018)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의

18) 정책수단 유권자는 정책과정의 하위시스템(sub-system)의 한 종류로 취급된다. 다른 
하위시스템으로는 인식론적 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와 Sabatier & 
Jenkins-Smith(1993)에 의해 잘 알려진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있다. 정책도
구 유권자는 정책수단에 기반한 하위시스템으로 주로 컨설턴트, 행정가 및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인식론적 커뮤니티는 지식(knowledge)에 기반한 하위시스템으로 
주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옹호연합은 신념과 선거적 이해관계
에 기반한 하위시스템으로서 주로 정당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Béland & Howlett, 2016: 398).



- 31 -

사결정이 나타나는 상황을 비합리적이라고 분류했으나, 이 상황을 다르

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 선거지향적 기회주의나 로그롤링, 고객정치는 

공공선택론에서 이해관계에 충실한 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즉, 경제이론에 의하여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Howlett & Mukherjee이 비합리적이라고 본 의사결정 방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달성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다르게 Newman & Nurfaiza(2020)는 목적론적 정책설계가 전

혀 작동하지 않는 반설계(anti-design)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Newman & Nurfaiza(2020)의 반설계는 Howlett & Mukherjee의 비설

계와 구분되는데, 반설계는 정치적 의사결정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Newman & Nurfaiza(2020)에게 있어 합리적 

정책수단 선택의 반 는 정치적 정책수단 선택이 아니다. 정책설계에서 

비합리성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인 ‘문제, 목적, 개

입, 결과’의 연쇄 사이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사결정

은 이러한 장애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단순한 무능력

(incompetence)에 의해서도 정책설계의 합리성은 저해될 수 있다. 심지

어 정책수단 선택의 도구적 합리성이 정치적·전략적 고려로 제고된 사

례도 있다. 새로 출범한 정권에서 전 정권에게 망신을 주려는(shaming) 

전략적 고려로 안적 프로젝트에 한 정책설계의 과학적 합리성을 극

화한 것이다(Newman & Bird, 2017).19) Newman & Nurfaiza(2020)

는 정책실패 사례를 통해 정치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책수단 선택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러한 

비합리적인 선택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해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

19) 물론 이러한 전 정권을 망신주기 위한 전략은 대안적 프로젝트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
법으로도 작용하지만, 종전 정권이 결정한 기존 프로젝트의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문제
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도 작동했다. 따라서 조기에 프로젝트의 문제를 작
은 정책 수정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한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적 요인이 정책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을 키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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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수단 선택에 관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한 지적은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단 선택이 타겟 

그룹의 행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부의 목표에 과연 순응할 것인지

가 불분명하여 정책수단의 효과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Weaver, 2015). 또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정책의사결정자들이 근거를 생산하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

다(Capano & Howlett, 2020). 정책수단과 관계된 정책지식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의 정치성의 상호작용이 합리적 정책의사결정을 제약한다

는 논의도 있었다(Torgerson, 1986).

  비합리적 정책수단 선택에 관심을 기울인 최근의 정책수단 연구자들은 

비설계와 같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정책수단 선택 행위의 기제와 원인 

등에 한 지식에 틈새(gap)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Howlett & 

Mukherjee, 2018; Capano & Howlett, 2020). Newman & 

Nurfaiza(2020: 13)는 정책의사결정에서 정치의 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의 합리적 정책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정책설계가 합리적인 과정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how) 벗어났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Howlett & Mukherjee(2018)는 쓰레기통적인 의사결정 상황

(Cohen, March & Olsen, 1972; Kingdon & Stano, 1984)에서 비설계

가 나타나기 쉽다고 했는데, Kingdon & Stano(1984)는 표적으로 미

국 의회를 쓰레기통적 의사결정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렇

다면 한국 국회에서의 정책수단 선택 의사결정에서도 과연 비설계나 반

설계와 같은 비합리적 정책수단 선택이 나타나는지, 만약 나타난다면 

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선행연

구들이 비합리적 정책수단 선택에 한 체계적 실증분석이 어려운 것이 

관련된 이론적 틈새(gap)의 원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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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Howlett & Mukherjee, 2014, 2018), 이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

으로 실증분석할 수 있을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론의 사례연구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으나, 국회가 법제 설계를 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 의존적으로 변하는 주의 집중 

속에서 비일관적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검토

한 정책수단에 관한 요인론으로는 이를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규범이라는 아이디어(idea)에 기반한 선택, 유

행(en vogue)에 따른 정책수단 선택, 친숙성에 기반한 정책수단 선택, 

제도주의적 경로의존성의 요인론은 이 현상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

다. 그러나 법제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기계적 입법례 답습의 

양상은 기존의 요인론으로는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친숙성이나 과거 

선례의 축적 때문에 정책의 내용이나 법제의 강을 답습하는 것은 설명

될 수 있겠으나, 명백히 오류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법제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복제되는 현상은 기존 논의의 틀에서 이를 설명

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근 제기된 ‘비설계’와 ‘반설계’의 설명도 이

를 법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에는 이론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법제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설명하기 위

해서 정책수단론의 요인론 검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 선택과는 다른 법제 의사결정만의 특성과, 동

시에 국회라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기제에 한 이론적 검토를 병행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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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 의사결정의 이론 검토

  이 논문에서는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의사결

정이론을 검토하 다. 특히 국회가 단순한 국회의원 개인들의 비응집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조직 의사결정 이론을 

검토하 다. 입법의 가장 구체적인 의사결정 수준인 법제 수준에서는 개

인들의 정치적 게임과 이합집산보다는, 법률을 생산하는 분업 조직으로

서 국회의 의사결정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는 국회를 ‘정치의 장’ 보다는, 법률을 최 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려

는 거  조직으로서의 ‘입법 공장’으로서 개념화하려는 시도이다. 비

유하면 입법 공장을 운 하는 이사회 수준에서는 거래적인 정치도 이루

어지고 파벌간 경쟁이나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한 이념적 투쟁도 있을 

수 있지만, 공장의 생산 라인(assembly line) 수준에서는 또 다른 논리

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업화된 거  조직에서 최고 의사

결정 수준과 일선 수준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은 행정학에서는 고전

적인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Lipsky, 2010/1969).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를 보면 때로는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직

접 구체적 규정 단위 법제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비유하면 

CEO가 생산 라인으로 내려와서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법제 조직으로서의 국회,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 수준과 일

선 수준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국회라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조직모

형, 조직 루틴 이론 및 의사결정에 한 주의 관점의 이론을 각각 검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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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결정의 조직모형

  의사결정의 조직모형은 회사(firm)나 정부부처와 같은 조직에서 나타

나는 집단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경 학의 분과이기도 

한 조직연구에는 조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논문의 능력과 범위 밖이다. 다만, 

행정학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조직 의사결정모형인 Allison(1971) 모

형, March & Simon(1993)의 회사모형, 그리고 Cyert & March(1963)

의 연합(coalition) 모형을 소개한 후, 방 한 경 학적·행정학적 조직

연구 중 이 논문의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 루틴

(routine)에 관한 이론 및 의사결정자의 주의(attention)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Allison(1971)의 ‘Essence of Decision’으로부터 설명을 시작

하고자 한다. 이는 이 책에서 의사결정의 조직모형인 것과 아닌 것을 동

시에 고려하며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Allison(1971)은 조직에서의 구

성원 응집성을 기준으로 모델 1, 모델 2, 모델 3의 집단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모델 1은 응집성이 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서 이 경우에는 개

인의 의사결정과 거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모델 2

는 정부나 큰 회사조직과 같이 응집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데, March & Simon(1993)에 의한 회사모형과 Cyert & March(1963)에 

의한 연합(coalition) 모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박종구, 2019: 

95). 모델 3은 응집성이 거의 없거나 개인의 단순 집합인 경우를 말한

다. 응집성이 없는 의사결정의 극단적인 경우는 공공선택론적 집합행동 

이론이 있고, 이보다 응집성이 더 있는 경우로서는 ‘조직화된 무질서

(organized anarchy)’ 상황을 설명하는 Cohen, March & Olsen(1972)

의 쓰레기통 모형이 있다. 

  행정학적 조직모형의 표적 저작으로서 March & Simon(1993)은 개

인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근거로 하여 조직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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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결정의 특성을 탐구했다. 여러 가지 특성을 나열하면 우선 조

직은 문제해결식 의사결정(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을 한다. 

이는 특별한 문제가 보고된 경우에 해서 안을 찾는 방식의 반응이 

나타나며, 새로운 자극(stimuli)이나 문제의 부각이 없이는 미리 계획적

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안의 탐색과 검토는 개인

적 차원의 만족모형과 같이 무작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조

직은 분업화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능

력이 높다.20) 개인의 인지적 편향에 한 연구로 알려진 Kahneman(이

창신 역, 2018) 역시 결론부에서 조직은 인지적 오류와 편향이 나타나는 

개인적 의사결정보다 더 나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arch & Simon(1993)은 조직이 결과적으로(substantially)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의사결정 결과의 비합리

성과 조직 내 갈등 가능성에 해서도 충분히 경고하고 있었다. 우선 조

직은 상례화된 의사결정, 즉,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programmed 

decision making)을 한다. 조직에서 문제해결을 한 경우 이 문제해결방

법은 조직의 기억에 저장되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면 비슷한 의

사결정을 반복한다(박종구, 2019: 98). March & Simon은 이를 이미 개

발된 여러 프로그램을 레퍼토리(repertoire)에 저장해놓고 비슷한 상황

에 맞춰서 해결방법을 선택해서 쓰는 것으로 묘사한다. 프로그램은 조직 

관리 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 업무를 프로그램화하여 관리 부담이 있는 

명령지시적 통제를 줄이고, 일정한 통제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개

별적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다.

  Cyert & March(1963)에 의한 연합(coalition) 모형은 March & 

20) 이러한 측면에서 March & Simon(1993)의 이론은 베버의 관료제 모형과 더불어 조직
에 대한 합리적 체계 이론이라고 분류되기도 한다(구자숙, 2006). 반대로 구성원간 이해
갈등과 권력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관점을 조직에 대한 자연적 체계 관점이라고 한다
(구자숙, 2006; Pfeff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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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1993)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조직이 독자성이 있는 하위 구성

단위들의 느슨한 연합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 조직

의 목표 또한 단일한 것이 아니며 조직 내에서 여러 목표가 경합하고 경

쟁하며, 이것이 조직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목표의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목표를 쪼개서 하위 조직들에게 분담시키는 

국지적 합리성(local rationality)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받아들일 만한 

수준(acceptable level)의 의사결정, 목표에 한 순차적 달성

(sequential access) 등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Cyert & 

March(1963)에서 제시한 중요한 발견으로서 표준운 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가 있다. 조직은 조직학습을 통해서 SOP

라는 표준적인 행동 규칙을 형성하게 된다. 업무수행 규칙, 기록 및 보

고에 관한 규칙, 정보처리 규칙, 계획과 예산에 관한 규칙 등이 그것이

다. SOP는 이론적 분석틀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행정 실무에서도 널

리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표준적이고 신속한 응이 필요한 재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운 절차를 개발하여 보급하려는 노력들이 있으며

(김명진 등, 2012; 이명진 등, 2014; 박성균, 2019), 관련 법령에서도 

표준운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기도 한다.21)

  그런데 Cyert & March(1963)의 표준운 절차(SOP)와 March & 

Simon(1993)의 의사결정 프로그램은 행정조직과 경 조직을 아우르는 

조직과학적 연구에서는 조직 루틴(routine)의 한 종류로서 이해되고 있

다(Feldman & Pentland, 2003; Becker, 2004; Becker & Zirpoli, 

2008). 다음 차례에서는 이러한 조직과학 연구의 맥락에서 조직 루틴의 

개념과 이론을 검토한다.

21)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7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



- 38 -

  2. 조직 루틴 이론

  조직 루틴이란 조직 행태의 반복된 상호작용 패턴(recurrent 

interaction pattern) 그 자체 또는 그러한 패턴을 발생시키는 규칙이나 

경향성을 말한다(Becker & Zirpoli, 2008). 이러한 복잡한 개념 중 이 

논문에서는 루틴은 반복된 패턴 그 자체가 아니라, 반복되는 의사결정 

패턴을 일으키는 생성 기제(generative mechanism)를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이 논문에서 조직 의사결정

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조직 의사결정의 결과물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

는 것은 루틴의 중요한 징표이지만, 그러한 패턴 자체가 의사결정인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히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루틴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상황, 여러 시점에서도 동일한 행동 패

턴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루틴에 한 초기 연구 중에서는 반복된 상호작용 패턴 자체를 루틴이

라고 본 경우도 있지만, 현 적 루틴 연구에서는 많은 경우 반복된 패턴

의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루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Schulz, 

2008). Becker(2008: 4-5)에 따르면 루틴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행동 패턴(stable behaviour patterns)을 일으키는 원인

(cause)이며 생성기제(generative mechanism)이다. 조직에서 상황에 

따른 정형화된 행동을 일으키는 여력(capacities), 능력(capability), 경

향성이나 성격(disposi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Nelson & 

Winter(1982)는 이런 의미에서 루틴을 조직의 유전자(gene)로,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으로 비유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 비유

는 Simon & March(1993)에서도 나타난다.

  조직 루틴의 구분개념을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습관(habit)은 개인 

단위 개념이며 조직 단위 개념인 루틴과 구분된다. 습관은 루틴에 한 

좋은 비유이지만,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니다. 특히 루틴은 개인적 습관의 

총합보다 더 크다. 즉, 루틴은 개인 행동이나 개인 습관으로 환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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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복잡한 개념이다(Hodgson, 2008: 15-16). 

  둘째, 루틴보다 더 큰 집합적 개념인 제도와 이와 유사한 개념과 구별

된다. 루틴은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조직 특성이다. 이 점에

서는 사회과학에서 논의되는 제도(institutions), 규범(norms), 관례

(conventions)와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집합적인 개념들 중 루틴이 가

장 미시적(micro-level)인 개념이다(Becker, 2008: 5). 이런 맥락에서 

Berger & Luckmann(1966)은 루틴을 인지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한 습관으로서 여러 행위자들이 그것의 존재를 상호 인지함으로써 

생기는 ‘미세제도(micro-institution)’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 단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와 다르게, 루틴은 조직이나 조직의 

세부 단위별로 논의될 수 있다. 물론 루틴은 여러 차원의 측정 단위를 

가질 수 있고 다단계적 포함구조(nested)로 구성될 수 있다. 즉, 루틴 

아래에 서브루틴이 있으며, 루틴이 결합하여 더 상위의 루틴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루틴의 상위 수준에서 루틴의 변화를 촉발

하는 메타 루틴도 논의되기도 한다(Feldman & Pentland, 2003).

  제도와 조직 루틴의 관계에 해서 첨언하자면 두 개념은 큰 틀에서 

Weber가 일찍이 주창한 질서(order)의 다른 모습이다. 여기서 질서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한 처방인데, 이것이 모범에 의한 것인지 강

제적인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22) 질서는 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이

어주는 가교다. Weber의 고전적 질서 개념은 조직과학 밖, 특히 사회학

이나 정치학 등에서는 주로 제도(institutions)와 같이 다른 맥락으로 받

아들여진 것이다(Becker, 2008: 6).

  셋째, 표준운 절차(SOP)는 루틴과 구별된다. 루틴은 SOP 이상의 의

미를 가지고 있다. SOP는 문서화된, 조문화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절차

를 말하는데, 루틴은 그러한 속성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SOP는 

루틴의 일부분이거나 루틴이라는 큰 현상의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인

공물(artifact)이라고 볼 수 있다. 비공식적 절차와 암묵지에 근거한 조

직 루틴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a prescription for how to act, that is ‘exemplary’ or ‘obligatory’“(Becker,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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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루틴과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도 접한 관련이 있다. March & 

Simon(1958: 142)에 따르면 제한된 합리성에 직면한 조직의 문제해결 

방법에는 두 타입이 있다. 하나는 높은 수준의 합리성과 여력을 소모하

는 복잡한 검색(complex search)이며, 이에 비되는 개념으로 조직 루

틴이 있다. 여기서 조직 루틴은 문제해결 방법의 한 종류로서, 특정 상

황에 한 자동적 반응을 결부시킴으로서 단순화된 형태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직 루틴에 관한 중요한 연구질문의 하나는 과연 조직 루틴은 답습적

인 것인가, 또는 변화하거나 혁신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에 해서는 상반되는 두 관점이 있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조직 루틴은 조직의 관성(inertia)적 의사결정

(Hannan & Freeman, 1983)과 비탄력성(Weiss & Ilgen, 1985; 

Gersick & Hackman, 1990)의 원천으로 지목된다. 관료제에 한 사회

학의 고전들 역시 관료조직의 표준적인 작동과 일관성을 논의하기도 했

다(Merton, 1940; Weber, 1947; Selznick, 1949). 심지어 루틴에 의하

여 무의식적(mindless)으로 나타나는 조직의사결정의 문제적 현상을 지

적하는 연구도 있었다(Ashforth & Fried, 1988). Ashforth & 

Fried(1988)는 루틴을 수동적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스크립트

(script)로 표현하는데, 스크립트는 인지적 여력을 절약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조직을 표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지만, 상당

한 의사결정의 오류를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외부 환경에 한 기민한 

적응을 방해하고, 성급한 일처리와 미신적(superstitious) 조직학습이 나

타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Ashforth & Fried, 1988). 다른 고전적인 

예로 Allison(1971)에서는 민간인인 척 하는 소련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항구에서 시내로 행진하는 모습이 미 공군 항공 사진으로 찍힌 

사례가 나오는데, Cohen & Bacdayan(1994: 556)은 이것이 루틴의 변

하기 어렵고 잘못 작동할 수 있는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 루틴이 조직의 발전과 학습을 막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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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생산하는 제한된 기제인 것만은 아니다. 루틴은 고정적인 것은 아

니며 적응과 조직학습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틴에 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Feldman & Pentland(2003)는 창

의적 사고와 혁신을 독려하는 메타루틴이 있으면 이것에 의해 루틴이 계

속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루틴을 통한 조직의 발전과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루틴에 한 연구는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과 연결

되기도 한다. Levitt & March(1988)에 따르면 루틴은 조직학습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루틴의 변화 가능성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

다. 하지만 같은 논문에서는 성과 함정(competency trap)을 같이 논의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루틴은 이전의 성공 경험에 의한 강화에 의해 

구시 적 기술이나 비효율적인 관행에 머무르게 되는 준최적점

(sub-optimal)으로 귀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직학습을 통

한 루틴의 개발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적 조직 학습은 

루틴에 한 관성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학습 관점에

서 조직 루틴을 보는 선행연구의 함의는 조직 루틴은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 방향인지 부정적 방향인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성공적 조직 루틴의 개발이나 변화는 결국 효과적인 조직 학

습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루틴 연구는 주로 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졌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행정학, 정책학 또는 

정치학에서의 루틴 연구도 존재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Allison(1971)의 

‘Essence of Decision’ 연구인데, McKeown(2008)에 따르면 책 2판

(Allison & Zelikow, 1999)에서 거 보완된 관료조직의 의사결정에 관

한 Model 2의 묘사가 조직 루틴에 의한 외교정책 결정의 정수를 보여준

다. 비  해제문서를 기반으로 Allison의 분석을 복기한 

McKeown(2001)의 연구도 조직 루틴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는 다국적 군 들이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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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를 질적 연구를 통해 그 나라 군  조직에 특유한 조직 루틴으로 

설명한 Friesendorf(2018)의  ‘How western soldiers fight’와 같은 

연구도 있다.

  McKeown(2008: 40)에 따르면 정부에서 최고 의사결정자(top-level 

official)가 주의를 집중하면(focus their attention) 루틴에서 벗어나거

나 루틴을 변경할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자(top-level official)가 관료

조직을 미세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금지적(forbidding)인 것으로 인

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슈가 충분히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금지는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조직 루틴의 선택적인 작동에 

해서 ‘주의(attention)’가 가지는 역할에 주목하도록 하는 실마리가 

된다. 조직 루틴과 ‘주의’의 관계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조직루틴에 한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McKeown(2008: 41)이 조직 

루틴에 한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

다. 첫째, McKeown은 앨리슨 모형의 Model 3과 Model 2의 관계에 

한 분석이 덜 발전되었다고 지적한다. 조직에서 정치적인 거래

(bargaining)가 이루어지는 Model 3의 의사결정과 조직 루틴에 의존하

는 Model 2의 의사결정이 과연 언제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과 정치적 의사결정

의 관계와 전환에 한 질문으로, 이 논문의 연구 질문과 직결된다. 

  둘째, McKeown(2008: 41)은 정치학자들이 루틴에 의한 의사결정의 

실패 문제를 소홀히 다뤄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Sagan(1993)은 핵

무기를 다루는 조직 루틴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

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러한 방향으로의 연구 발전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가설 1은 법제 의사결정

에서 조직 루틴에 의한 실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루틴함(routine-ness)에 한 정교한 측

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루틴한 행동, 또는 루틴 

그 자체에 한 측정이 될 수 있는 단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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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스트, 유사한 텍스트, 또는 유사한 형식

의 법률 규정을 기본 측정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과 클러스

터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더 정교하고 임의성을 방지하는 측정을 

위해 노력했다.

  3. 조직 의사결정의 주의 관점(attention based view)

  지금까지는 조직 루틴에 해 검토했다.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든 조직 

루틴에 의한 의사결정만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법제 조

직이 만약 루틴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은 항상 규칙적이고 정

태적이어야 하지만, 입법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언제 조직 루

틴에 의한 의사결정이 나타나고, 언제 더 복잡하고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문제에 해서는 조직 의사결정에 한 주의 관점(attention 

based view)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조직 의사결정에 한 주의 

관점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언제 루틴에 의존하고 언제 복잡한 검색

(complex search)에 따르는지는 조직 내 주의 집중이 나타나는 양상에 

달려있다고 한다(Ocasio, 1997). Ocasio(1997)에 따르면 조직 의사결정

에 한 주의 관점은 Simon(1947)이 제한된 합리성의 논리를 개발할 때 

처음 그 아이디어가 나타났다. 행정가(administors)의 합리성은 제약되

어 있는데 여기서 조직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자극(stimuli)을 분배함

으로써 행정가의 희소한 주의 집중을 매개해준다. 즉, 행정가가 어떤 경

우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경시해야 하는지를 조직에서 안

내해준다는 것이다. Simon(1947)의 이런 관점에 따르면 조직의 행동은 

인간의 제한된 주의 능력과 조직의 주의에 한 구조적인 향력이 합쳐

져서 결정된다. 

  이러한 오래된 Simon(1947)의 아이디어를 재발굴했다고 주장하는 

Ocasio를 비롯한 동료 연구자들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주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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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attention capacity)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

고 있다(Ocasio, 1997, 2011; Hoffman & Ocasio, 2001; Ocasio, 

Laamanen & Vaara, 2018). 따라서 모든 일과 사건에 해서 조직에서 

동일한 정도의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할지를 취사선택해야 한

다. 관련된 사건이 현저하거나 중요한 경우 그 주의는 집중된다(Ocasio, 

1997: 195).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이 한정된 주의 능력을 어디로 

연결하고 어떻게 중개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두 모드가 나타난다. 첫째, 의사결정자의 

주의가 집중되지 않을 때는 자동적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이는 루틴에 

크게 의존한다. 주로 상황의존적 또는 환경반응적 방식으로 결정이 이루

어진다. 둘째, 의사결정자의 주의가 집중된 경우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결정이 가능하다(Ocasio, 

1997). 

  주목할 점은 Ocasio(1997: 202)는 이러한 주의 관점이 종전의 여러 

의사결정모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Cohen, 

March & Olsen(1972)의 쓰레기통 모형 역시 주의가 이슈와 조건에 따

라 집중되었다가 분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

의 관점은 Kingdon & Stano(1984)에서 유래한 ‘다중흐름(MSF)’ 연

구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 MSF가 쓰레기통 모형을 의회의 의사결

정에 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MSF를 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집중

사건(focusing event)과 정책창도가(policy entrepreneur)에 의해 정책

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는 정책과정은 조직에서 주의(attention)의 

집중과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회에서 이러한 주의의 집중과 분산이나 조직루틴에 

의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실마리로서 앞서 인용한 

이경선(2018, 2019)의 「법령의 숲」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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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2019: 364)은 다양한 정책수요에 응하여 전혀 다른 정책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법률들을 명확하게 유형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

는,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이 루틴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고 추측하 다. 첫째, 복잡한 입법환경에 응하기 위한 설계도로서 정

형화된 입법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 행정의 복잡

성 저감을 위해서 표준화된 지침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입법권자

와 입법보조자들이 참고용에 불과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지나치게 충실

하게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는 표준운 절차(SOP)로

서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의사결정을 시사한다. 셋째, 선례답습주

의에 의하여 입법례를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증식한 결과로서 “입법표

절”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입법례에 의존하는 

법제 의사결정상의 루틴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경선(2019: 364)을 비롯한 입법의 유형화에 한 입법학적 

연구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은, 

법률에는 계속 새로운 법률 규정과 새로운 입법 유형이 개발된다는 점이

다. 또한 중요한 정책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조직 루틴에 기댄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

하기 어렵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회정치에 한 많은 선행연구는 

의회에서의 모든 행동을 의식적 의사결정인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성도 보인다. 그것이 이념적이든 거래적이든 말이다. 이처럼 입법 

의사결정에 관하여 척점에 서 있는 두 이론적 흐름이 각자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조직 의사결정의 주의 관점은 이 두 이

론을 포괄하는 종합적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유용

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주의가 집중되는 역에는 이념과 정치, 거래, 

정책분석적 결정 등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지 의식적인 정책설계가 이루

어질 것이고,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역에서는 이경선(2019) 등이 지적

하는 무비판적인 입법례의 복제‧증식과 표준화된 입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시도할 때의 관건은 주의(attention)가 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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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디에서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 루틴의 역할에 한 상반된 관점과 주의 집중 여부에 따

라 루틴한 의사결정 및 의식적 의사결정이 전환된다는 선행연구, 그리고 

한국 국회의 루틴한 법제 의사결정에 관하여 축적된 선행연구로 볼 때,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해서 조직 루틴과 조직 의사결정의 주의 관점

에 따른 모형화 및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어떤 경

우에 루틴에 의한 의사결정이 나타나는지, 어떤 조직루틴의 비전이 국회

의 법제 의사결정 실질에 부합할지에 해서 실증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모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의의 집중-분산과 의식적-루틴적 

의사결정의 교체가 국회에서 나타난다면 이것이 법제 의사결정에 어떤 

향을 주는지, 국회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국회의원이 주의를 집중하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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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회 법제 의사결정의 환경 요인 검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법제의 개념과 정책과정으로서의 특성, 법제 

유관 분야로서 정책수단 선택의 요인 이론, 그리고 조직 의사결정 이론 

중 조직 루틴과 의사결정의 주의 관점을 검토했다. 의사결정의 주의 관

점에서 근거해서 추측해보면, 국회의원의 주의 자원이 희소할 경우 법제 

수준의 의사결정에까지 주의를 기울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직 루틴의 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말 입법정책, 특히 법제 수준의 의

사결정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만큼 바쁘고 여력이 부족한 것일

까? 이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주의 제약이 존재하는지, 이를 심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

서는 입법부의 업무부담과 정보 불균형, 법률과 정책의 누적적 증가 등 

국회의원의 주의 자원을 소진하는 환경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

다. 

  1. 입법부의 업무부담과 정보 불균형

  미국에서는 2000년 를 기점으로 비전통적(unorthodox) 입법이라는 

특유의 정책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Sinclair, 2016). Sinclair(2016)

와 Gluck, O’Connell & Po(2015)는 필리버스터와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초과다수결제(cloture rule), 그리고 초과다수결제를 우회하기 위한 

핵옵션(nuclear option), 예산에 한 이어마크(earmark), 비상입법, 입

법안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 위임하는 행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입법 등 표준적 절차에서 벗어난 입법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2000년  

미국 입법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는 정당간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파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법의사결정의 기본적 규칙에 한 합의가 

깨짐에 따라, 종전에 합의된 게임의 규칙에 한 전략적 우회로를 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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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가 누적된 결과이다(Sinclair, 2016). 이러한 경향 중 특징적인 

것은 여러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며 상당히 방 하고 중첩적인 규제와 재

정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법률안(omnibus bill)의 활용 증가 현상이

다. 이러한 종합법률안은 종종 1,000페이지 이상의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이에 해서 특별한 직위가 없는 국회의원(rank and file)으로서는 의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마저도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거 하고 복잡한 종합법률안은 의회에서의 공적 이성에 의한 숙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극단적인 예로는 국회의원이 정당지도

부의 지시에 따라 내용도 모르면서 투표하는 일이 발생한다. 일례로 

「2015 국방수권법안」은 1,600페이지나 되는 법률안인데, 표결할 하원

의원들이 양당 지도부간 합의된 이 법안 내용을 읽을 시간은 단 36시간

이었다(Orren & Skowronek, 2017: 183).23) 종합법안의 표적 사례인 

오바마케어 법안(Affordable Care Act)도 총 2,700페이지에 달하는 법

안이었는데, 이에 해서 하원의장은 법안의 내용은 통과시키고 난 이후

에 숙지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Orren & 

Skowronek, 2017: 183).

  Curry(2015)에 따르면 방 한 양의 법률안을 정당 지도부끼리 거래를 

통해 결정하고, 그 내용을 표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도

된 전략이다. 그는 미국 하원 근무 경험 중의 참여관찰을 통해 ‘어둠속

에서의 입법(legislating in the dark)’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의회에

서 정보는 희소하고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정당의 지도부와 개별 

의원의 목표는 다르며, 정당의 지도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전략적으로 입

법의 복잡성을 조성하는 등 정보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

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하지 않는 의원’이라는 통념과 달리 

객관적 통계로 나타나는 국회의원의 업무강도(workload) 증 (Curry, 

2015: 24), 상임위 중심의 정책 전문성 증가의 부작용으로서 칸막이에 

23) 이에 대해 누군가 “의결할 법률안을 읽어봤는가?”라고 물어봤고,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은 “당연히 읽어보지 않았다(Of course not, are you kidding?).”라고 대답했다
(Orren & Skowronek, 201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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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다른 소관 정책에 한 지식 부족(Curry, 2015: 26)에 의하여 개

별 의원이 직접 입법의 내용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비전통적 입법, 종합법률안의 입법 및 정당 지도부

에 의한 정보의 독점과 의도된 시간 부족, 의도된 법률안의 복잡성 등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를 종합해보면, 국회의원의 합리적 의사결정

을 어렵게 하는 환경조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과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현상의 피상적 모

습은 미국과 한국이 다르나, 정보의 불균형과 정보처리상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있다. 우선 한국에서의 법률안은 

부분 최소 규모인 4쪽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법률안 발의의 양적 성

과를 부풀리기 위한 ‘법안쪼개기’를 통해 법안의 길이가 짧아지는 힘

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옥남, 2019).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법률안의 복잡성과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안의 발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법률안

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안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문제다.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법률안들을 위원회 

안으로 통합하는 일이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회의원, 특히 비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이 정보에

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다(박선민, 2020).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은 바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독점하는 

정보 자원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과 정보

량의 급증에 따른 처리의 어려움은 미국에서의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

로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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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한국 국회와 미국 하원의 제출 법안 추세(동일 스케일)

  또한 국회의원의 늘어난 업무강도와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 증가로 봤

을 때, 국회의원이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이 아닐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정보 원천(information 

source)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위원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이익집

단, 교수나 연구자 같은 학계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원천

의 정보가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Bybee & Comadena, 1984; 

Sabatier & Whiteman, 1985; Webber, 1987; Mooney, 1991a, 1991b. 

Gray & Lowery, 2000). 이러한 선행연구의 함의는 국회의원이 직면하

는 의사결정 부담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입법의 부분집합으로서 법제 의사결정에서도 외부 정보 원

천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법제 의사결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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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정보 원천이 활용되는지, 법제에 관한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2. 법률과 정책의 총량 및 복잡성 증

    가. 법률과 정책의 총량 및 복잡성 증 의 현상

  많은 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정책이 폐기

되는 속도보다 빠르므로 정책의 총량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 총량의 누적은 법제 의사결정을 할 때 참

고할 수 있는 선례의 축적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 의사결정

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dam, Steinerbach & 

Knill(2018)은 이러한 현상을 정책 축적(policy accumulation) 현상이라

고 불렀다. 이외에도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종전의 규제는 계속 온존되

는 한편 규제에 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면서 총

량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정책 도(policy density)의 증가 현상 

(Knill, Schulze & Tosun,  2012), 과거 정책의사결정자들이 결정해 놓

은 정책들의 거 한 구조로서 현재의 정책의사결정자들이 직면하는 제약

으로서의 정책지형(policyscapes) (Mettler, 2016), 역사적 경로를 통해 

정책이 중첩적으로 성장한 결과인 정책 층화(policy layering) (Thelen, 

1999, 2004), 복잡한 정책조합의 등장 (Howlett & Del Rio, 2015), 양

적인 규범의 성장(rule growth) (Adam, Knill, & 

Fernandez-i-Marín, 2017), 그리고 이러한 계속된 정책 성장의 결과로

서의 정책국가(policy state) (Orren & Skowronek. 2017)라는 다양한 

선행 연구상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률에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범의 홍수’ 

또는 ‘법률의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이명

구, 1982; 최윤철, 2003, 2012; 박 도, 2009, 2014: 80-85; 홍완식, 

2011; 김기태, 2014; 박재윤, 2016; 김재윤, 2017). 국과 프랑스에서

는 제정법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정책문제이며 해결방안을 논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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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정부 기관에서 생산되기도 했다(Conseil d'Etat,2006;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2013).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한국 등 국가의 법체계와 EU 법체계에서 법률의 총량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다(Bommarito & Katz, 

2010, 2014; Boulet, Mazzega & Bourciet, 2010, 2011, 2018; Waltl & 

Matthes, 2014; Koniaris, Anagnostopoulos &  Vassiliou, 2018; 김재윤, 

2017). 실증이 이루어진 모든 법체계에서 법률은 글자 수나 단어 수, 법

률의 수로 측정되는 총량이 빠르게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법률간 인용관계로 측정되는 복잡성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Ⅱ-2> 법률·조문·글자·하위법령 위임·타법 인용 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출처: 김재윤(2017: 20)

24) 글자 수 기준으로 2010년 전후의 연평균 법률 성장률은 미국(USC)은 4.1%, 한국은 
5.6%인 것으로 측정되었다(김재윤, 20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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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률과 정책의 총량 및 복잡성 증 의 원인과 문제점

  정책의 계속된 성장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요의 반

일 수도 있으나, 이 현상의 존재를 지적하는 연구들은 체적으로 비

합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것이 일어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Knill, Schulze & Tosun(2012)은 실증 데이터로 봤을 때 규제의 증가

는 규제의 목적달성도나 규제 수요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25) Mettler(2016)는 정책은 관성(inertia), 현상유지 편향, 잠김

(lock-in) 효과, 참호구축(entrenchment), 매디슨적(Madisonian) 견제

와 균형 시스템에 의해 확장 지향적이 된다고 보았다(Rose & Davies, 

1994: 29-30; Pierson, 1994; Fukuyama, 2014: 505). 또한 Orren & 

Skowronek(2017: 193) 역시 미국정치의 병폐로서 정책국가화를 지적하

면서, 그 원인은 합리적 정책과정이 아니라 ‘문제 해결 본능

(problem-solving instincts)’의 반복적 발현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법률의 총량과 복잡성 증 의 원인은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법률 증가의 합리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

은 법률의 정책화 경향과 정책 수요 증가에 한 응이다. 법률의 정책

화 경향이란, 종전에는 법률이 일반적·추상적인 기본 질서에 관한 규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담게 

되면서 총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박 도, 2009). 이러한 법률의 

정책화는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적극적 정책으로 응하는 현  복지국가

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Conseil d'Etat, 2006; Office 

25) Knill, Schulze & Tosun(2012)은 주요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기환경 규제 
수단의 총량인 규제 산출(output)을 측정하고, 이 시계열과 실제 대기환경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규제 도와 규제강도라는 개
념을 사용했는데, 규제 도는 규제의 장(field)에 있는 규제 대상과 수단의 수로 정의되
고 규제강도는 도입된 규제수단의 엄격한 정도로 정의된다. 규제산출은 이 두 개념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 결과 첫째, 대기환경 관련 규제 산출은 측정대상의 모든 국가에
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대기환경 관련 규제 산출과 실제 대기환경 변화 사이에 
유의한 통계적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들은 이로 미루어보아 환경
의 변화가 환경 정책 변화의 원인이나 대리변수(proxy)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
히려 데이터는 Pressman & Wildavsky(1973)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 산출의 증
대가 자동적으로 의도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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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arliamentary Counsel, 2013). 

  그러나 법률의 정책화는 한편으로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

부의 활동을 법률화하는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26) “낮은 

비용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

도록 하는 입법”이 나타난다는 지적, 실체적 내용이 없는 상징적 법률

의 제정, 공천기준과 시민단체에 의한 의정활동 수상의 기준으로 활용되

는 의정활동에 한 정량 평가와 성과주의 때문에 검토가 부족한 성급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 그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증적으로 증상만 고치는 즉자적 입법이 나타난다는 비판도 있다(Conseil 

d'Etat, 2006;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2013; 손병권, 

2014: 22; 음선필, 2012: 143; 김두얼, 2014). Jansa, Hansen & 

Gray(2018)에 따르면 미국 주의회에서는 타 주의회의 법률을 그 로 베

끼는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서, 그 

원인은 주의회의 역량과 자원 부족이라고 진단하 다. 

  한편, 법률과 정책의 증가 현상은 규제의 증가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Knill, Schulze & Tosun(2012)은 규제의 증가가 효

과성과 관계 없이 계속된다는 점을 실증근거로 보이기도 했다. 규제가 

정책 효과성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Stigler(1971), 

Peltzman(1975) 및 Becker(1983) 등 공공선택론의 규제 사익이론의 예

측이기도 하다. 다만, Knill, Schulze & Tosun(2012)에 의해 발견된 주

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환경규제의 증  현

상이 이러한 사익 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선행연구로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정책과 

입법의 누적적 증가의 원인이 합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

합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해서는 실증적 근거를 통해 이를 모색

해나갈 필요가 있다.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법률과 정책의 총량증

26) 대표적으로 Hayek(1944/2018)는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계획의 범람에 의하여 법률의 
일반성, 추상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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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은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Adam, Steinerbach & Knill(2018)은 

정책의 복잡한 성장이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이 계속 복잡하게 성장해나

가는 환경 속에서 개별 정책에 한 평가 지식만으로는 효과적 정책설계

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dam, Steinerbach & Knill은 지금까지는 

정책평가를 할 때 집행 결과와 정책간의 연결(attribution)이 어려운 이

유를 주로 정책 외적인 요인에서 찾았는데, 사실 정책 체계 그 자체가 

정책평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들의 계속된 성장

이 정책과 그 결과 사이의 연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성장 양상은 독립된 정책들의 질서정연한 확장보다는, 상호의존적 정책

들의 복잡한 발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한 인과적 평가

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입법의 누적은 법률의 지속적 개정 소요 발생과 정책관리 부담을 

가중한다. Mettler(2016)에 따르면 정책은 도입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의 변화와 적용 상의 적응으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

다.27) 관리되지 않은 정책은 애초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고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28) 그런데 점점 방 해지는 

정책지형(policyscapes)에 비해 정책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있다. 정치의 

양극화, 선거운동의 상시화, 메시지 송신적 투표 등 미국 정치의 환경 

변화로 인해 초당적 정책 개편 여력(capability)이 없어지면서, 정책이 

갱신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Mettler(2016)는 이러한 문제

가 미국에서는 20개의 중요 정책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Orren & Skowronek(2017)는 미국에서 정책국가(policy state) 발전

27) Mettler(2016)는 관리되지 않은 정책으로 미국 유류세(gas tax)의 예시를 들고 있다. 
미국 유류세는 갤런(gallon)당 18.4센트로 1993년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이 세금은 입법자의 의도와 배치되도록 거의 실효성
이 없어지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관리 및 갱신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Hacker(2004)가 주창한 정책표류(policy drift)의 전형적인 예이다. 

28) 이는 Hacker(2004)의 정책표류(policy drift)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Mettler(2016)는 의회 등 정책의사결정자들의 관리 역량(maintenance capacity)을 강
조했다는 점에서 정책표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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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정책 역의 계속된 확장이며, 이로 인해 축소되는 것은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기본권의 역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정치가 계획적 정

책개입과 연방의 정치로 환원되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지역 중심

의 자치라는 이상은 퇴색되고 지역까지 중앙의 정당정치적 양극화가 미

치고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 역시 인권으로서의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

라 연방의회의 입법과 정책에 의하여 지지가 되는 경우에만 제 로 보장

되는 조건적 보장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학 연구의 전통에서도 법률 홍수 현상에 한 경고를 발견할 

수 있다. 박 도(2011)는 법률에 한 가독성 및 접근성 감소와 복잡성 

증 로 인한 입법의 오류 가능성29), 입법 비용의 증가를 문제로 진단하

고 있다(박 도, 2011). 박 도(2011)에 따르면 법률 홍수 경향으로 인해 

이제 최고의 전문가조차 단지 특별한 법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의 전체적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법 형성에서 

합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

회적 향과 함께 현존하는 법 체계에 미치는 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체계 자체에 한 종합적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

에서 잦은 입법적 변경은 결국 법률 체계상의 비체계성과 작동상의 문제

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효과적 입법을 위해서는 해당 입법의 상

위 구조(superstructure), 즉,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Mousmouti(2019: 66)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법치주의

의 기본적 메커니즘이 사전에 공표된 법률을 시민들이 읽을 수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법률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지면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본적 메커니즘의 작동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Fuller(1965/2015: 121)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해악과 너무 빈번한 법

률의 개정에 의한 폐해 사이에는 접한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29) 김재윤·최선영(2019)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은 특례제한법의 별표와 개별법상의 
특례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별표 목록의 누락이 발생됨에 따라 ‘이 법 별표에 따
르지 아니하고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는 특례제한법상의 강행규정을 어긴 위법한 
입법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관리 불가능한 제도적 복잡성으
로 인한 입법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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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Bingham(2010/2013: 77-78)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법률이 복

잡하게 변해갈 경우 법률의 무지를 용서해주어야 하는 시 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정책과 입법의 총량과 복잡성 증  현상에 한 비판적 견

해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향이 미치는 현재 정책의 효과성 저하와 법치주의의 작동 불능 문제이

고, 둘째는 입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입

법을 평가하기 어렵고, 입법할 때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의 수준이 높아

지며, 지속적인 관리능력(maintenance capacity)의 소모를 요구한다는 

관점이다. 과연 이러한 정책과 입법의 총량과 복잡성 증 는 첫 번째 관

점과 같이 그 자체로 문제인 것으로 끝인가, 아니면 두 번째 관점과 같

이 합리적인 입법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지속적인 의사결정 실패를 불러

오고 있는가? 이에 해서 실증근거를 통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제 5 절 소결

  검토 결과 법제는 입법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작용으로서, 

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법제는 정책결정이 집행으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매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모든 법률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수

의 입법은 정책화된 법률에 관한 것이므로, 법제에 한 분석을 정책학

적 관점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제 정책

과정에서는 다른 정책과정과 다른 특유의 법규범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

하며, 입법례 중심의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경향성에 관한 기존 논의도 

검토하 다.

  한편, 법률의 개별 규정들은 부분 정책수단에 해당하지만, 또한 정

책수단론과 법제에는 다른 맥락에 위치한다는 점도 검토했다.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질문에 유용한 일부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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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으나, 법제에 특유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잘 포섭되지 않는다는 한

계점도 짚었다. 즉, 선택 주체가 국회이고, 최종적 정책수단의 선택이 

아니며, 법률의 형식을 갖는 특수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정책수단 선택 

이론을 법제 의사결정에 그 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책수단 선택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모형

을 검토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 루틴(organizational routine)과 조직

의사결정의 주의 관점(attention based view)을 연구 질문에 한 현실

적합적 설명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이 두 이론은 국

회의원이 상황에 따라 입법의 거시적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경우와 구

체적인 법제 문제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국회의원의 주의

(attention) 제약을 강화시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법의 구체적인 

법제 문제까지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검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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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과 방법

  국회가 법제 의사결정을 할 때 정책의사결정의 합리모형이 가정하는 

수단-목적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이 정치적 거래와 정당 정치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

렵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다른 관점으로서, 조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즉, 제한된 합리성과 주의 자

원 제약 하에서 최 한 완성도가 높은 법률을 만들어 내려는 국회의 조

직적 노력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 

입법의 법제의사결정에 한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을 기반으로 법제 현

장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의사결정 패턴을 가설로서 제시

하며, 이를 텍스트 분석을 동반한 사례 분석을 통해 반증하거나 확증함

으로써 시험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가설의 도출

  1. 배경: 국회 법제 의사결정의 복잡성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과 정책의 입법적 

표현인 법률은 그 방 성과 복잡성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helen, 1999, 2004; Knill, Schulze & Tosun, 2012; Howlett & Del 

Rio, 2015; Mettler, 2016; Orren & Skowronek. 2017; 김재윤, 2017; 

Adam, Steinerbach & Knill, 2018). 이러한 복잡하고 방 한 구조는 

선 의 국회가 결정해 놓은 정책지형(policyscapes)으로서 의사결정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정책 관리(policy maintenance)의 부담을 후  

국회에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Mettler, 2016). 정책의 내용 측면에서도 

행정의 복잡성 및 기술성 증 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직접 전

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Pos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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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eule, 2011). 결국 현  국회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정책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바꾸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 정책의 관리에도 상

당한 여력을 쏟아야 하는 제약적 환경에 처해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책설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노력 및 인지적 

여력을 포함한 주의 자원(attention resource)은 희소하다. 조직의 의사

결정에 한 문헌들은 의사결정자의 주의력(attention)은 인지적, 조직

적 요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를 조직이 외부 환경에 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조직효과성의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해왔다(Simon, 

1947; March & Simon, 1993; Cyert & March, 1963; Cohen, March 

& Olsen, 1972; Nelson & Winter, 1982; Ocasio, 1997, 2011; 

Ocasio, Laamanen, & Vaara, 2018).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국회는 

환경적으로 폭발적인 입법 발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정당 업무

나 지역구 업무와 같이 정책 이외 사무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을 심사할 때 충분한 주의력을 발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

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입법을 통한 법률 규정의 도입은 종국적인 정책수단 선택과는 구

분되는 것이며, 많은 경우 정부에 구체적인 수단 선택을 위임하는 행위

이다. 즉, 많은 경우 법률은 정부에게 조직과 사업 설계의 재량을 상당 

부분 주고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정책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추상성, 긴 정책시차에 따라 법제의사결정에 한 정

책 평가는 제한적이며, 적절한 환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국회 법제 의사결정의 환경적 어려움과 심사 여력의 제약, 법

률 설계의 추상성이라는 속성에 직면하여 다른 의원 및 잠재적 경쟁자들

과의 경쟁을 통해 재선을 추구하려면, 국회의원은 한정된 주의

(attention) 자원을 가장 가치있는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치

있는 곳이란 정치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확실한 정책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지된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특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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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2002), 유권자에 한 신호나 상징적 메시지를 보낼 목적의 정

책수단 선택(Edelman, 1964, 1977, 1988; Katzmann, 1989; 

Kaufman, 2006a, 2006b; 홍준형, 2020)이라는 선행연구의 지적은 이

를 지지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제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적 주의 집중을 받지 않

는 많은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사

결정을 위임받은 법제 지원조직은 상반된 양당의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

정조직으로서 법제(법률의 설계)의 문제를 표준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법제 지원조직은 업무의 효율성과 결과물에 한 정당성 확보 

및 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루틴(routine)에 의하여 법제실무를 

처리할 것이다.30) 비당파적 의회 직원(parliamentarian)이 정치적 압력 

앞에서 자주성(autonomy)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보다도 더 강한 선례구

속을 견지하며 최 한 현상 유지적이며 비정치적인 결정, 즉, ‘의사결

정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추구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시사한

다(Gould, 2020). 이러한 국회 내의 행정조직의 표준적 업무처리를 조

직 루틴(Becker, 2004; Becker & Zirpoli, 2008), 표준운 절차(SOP) 

(Cyert & March, 1963) 및 프로그램과 레퍼토리(Simon & March, 

1993)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법제 지원조직의 제도화 

수준이 높으므로 이러한 표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으로 

보인다(박근후, 1994; 김준, 2016).

  2. 가설: 주의 집중 여부에 따른 이원화된 의사결정

  앞서 검토한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한다. 먼저 법률안 

형성과 심사 과정에서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부분에 한 법제 의사결정

30) 참고로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1년에 국회의원실로부터 의뢰받는 법률안의 수는 20대 
국회부터 1만건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법제관 1인당 1년에 평균 200건 이상의 법률
안 의뢰를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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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제 지원조직31)에 위임된 채로 조직 루틴에 따른 표준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루틴에서 벗어난 의식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로는 해당 법률 규정의 선택 문제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

거나, 해당 법 규정이 이념적 상징성을 갖게 된 경우32), 또는 법률안 검

토보고 등의 정책분석을 통해 주의가 환기된 경우를 들 수 있다.33) 

  그런데 이러한 주의 집중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법제의사결정

의 두 방식, 즉,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과 정치적·의식적인 의사결정에

서는 각각 선택 가능한 법률 규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자주 사용되고 입

법례가 있는 ‘일상적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법제 지원조직이 이를 조

직 루틴에 따라 법률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헌법이나 법규

범34)상 제한되거나 예외적인 법률 규정이거나, 전례가 없는 법률 규정, 

즉, ‘비일상적 법률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면 이는 법제 지원조직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고 의사결정자인 

국회의원이 주의를 기울여서 직접 결정해야 할 것이다. March & 

Simon(1993)의 레퍼토리(repertories)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면, ‘일상

적 법률 규정’은 레퍼토리에 저장되어서 언제든 루틴하게 사용할 수 있

는 반면, ‘비일상적 법률 규정’은 레퍼토리에 없기 때문에 주의 집중

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설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 집중에 

따른 법률 규정 입법의 차별적 의사결정 가설을 도식화하면 <표 Ⅲ-1>

과 같다.

31) 여기서 법제 지원조직은 직업 보좌관과 상임위원회 직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입법
조차서 및 예산정책처 등의 지원조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32)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 루틴화되고 표준적인 법제기준과 입법례를 벗어난 새로운 법률 규정의 발명 또는 채택이 

나타나는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34) 법규범이란 국회의원과 법제 업무 종사자들이나 사이에서 통용되는 법적 정책수단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규범을 말한다. 이는 법학 이론의 영향을 받지만, 꼭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범은 Peters(2002)가 정책수단 선택의 요인으로 
제시한 ‘5 I’ 중 아이디어(idea)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책수단 유권자(policy 
instrument constituency)에 대한 논의(Voss & Simons, 2014)에 따른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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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이론적 틀: 입법의 의식적 의사결정과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

주: ‘비일상적 법률 규정’이란, 입법례가 없거나(or) 법규범적 제약이 있는 법률 규정을 말
하며, ‘일상적 법률 규정’이란, 입법례가 있고(and) 법규범적 제약이 없는 법률 규정을 
말한다. 아래의 변수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위와 같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과 주

의 집중 여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법제 의사결정의 패턴에 관한 세 

개의 가설을 도출하 다. 이론적 틀로부터 관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선택 패턴에 한 여러 예측을 도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를 시험함

으로써 이론적 틀의 설명력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가설 1. 선행 법제의 무비판적 답습: 일상적 법률 규정의 경우 선행 입

법례에 오류나 정책적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답습될 수 있다.

  논문의 이론적 틀에 따르면 일상적 법률 규정 입법은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 없이 조직 루틴에 의해서 입법에 반 될 수 있고, 이 조직 루틴은 

입법례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주로 작동하므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 물론 조직 루틴의 작동이 항

상 이와 같은 무비판적 답습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구분 의식적 의사결정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

어떤 경우
주의 집중이 되는 경우

(원인: 쟁점, 이익, 문제)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경우

주된 결정의 

주체
국회의원 법제 지원조직

결정의 

경향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결정

반복되는 행동 패턴, 조직 

루틴에 의한 선택

선택가능한 

법률 규정

비일상적 + 일상적 법률 

규정
일상적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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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무비판적 답습 현상이 유의미한 빈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발

견하는 것 자체가 법제 의사결정이 언제나 명확한 정책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가

설1에 한 확증(validation)은 국회의원의 법제에 관한 의식적 선택이

라는 립가설을 반증(falsification)하는 의미가 있다.

  이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 가설에 해당하는 입법 패턴을 발굴하

고, 조직 루틴의 작용을 검토하며, 의사결정에 어떤 오류와 부작용이 있

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설 2.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계기적 선택: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선

택에 해서 국회의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별한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틀에 따르면 비일상적 법률 규정이 입법 의사결정에 의해 입법

에 성공하려면 국회의원의 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종전에 입법례가 없

거나 법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규정을 선택하려면 국회의원이 

직접 의식적으로 그 선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항상 

바쁘며 주의 자원이 희소하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비일상적인 법률 규정

의 선택이 나타났다면 그 이전에 무엇인가 국회의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 가설을 시험하려면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입법 사례를 발굴하여 각 

선택별로 어떤 계기가 주의 집중을 불러일으켰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설 3. 규정의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어떤 법률 규정의 일상

성/비일상성 속성에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입법 의사결정 역시 루틴

에 따른 의사결정/의식적 의사결정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가설3은 동일한 법률 규정에 해 일상성과 비일상성 속성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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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가설1과 가설2를 동태적으로 결합한 가설이다. 이러한 법률 규

정 속성의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전례 없는 규정을 처음 입법할 경우 법제의사결정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금지와 유행의 비선형석 전환을 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논문

의 이론적 틀에 따라 전례 없는 법률 규정은 최초에는 비일상적 법률 규

정으로 인식되는데, 입법례가 등장하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그 규정의 속

성이 비일상적 규정에서 일상적 규정으로 재인식되리라 예측했다. 이러

한 법률 규정의 속성 변화는 그 전후로 비선형적 선택 패턴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 봤다. 즉, 속성 변화 이전에는 비일상적 법률 규정으로서 금

지가, 속성 변화 이후에는 널리 이 법률 규정을 선택하게 되는 유행의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 추측했다. 

  둘째, 동일 법률 규정에 해 다른 법규범을 처치(treatment)할 때 의

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법규범은 시 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러나 이러한 변화는 첫 입법례의 등장과 같이 특정 시점에서 비선형적으

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의 경우처럼 의사결정의 패턴이 특

정 시점에서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 전혀 다른 시 를 상정한다면, 동일한 법률 규정에 해 완전히 다

른 법규범에 직면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이론적 틀에 따르면 

동일한 법률 규정에 관한 입법 의사결정이더라도, 다른 시 의 상이한 

법규범에 직면한 각각의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가설 3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가설의 조건이 만족되는 사례를 발굴하

고, 이에 해서 가설 3이 예상하는 입법 선택이 각각 나타났는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3개의 가설과 ‘법률 규정 속성’ 및 ‘주의 집중 여부’ 변수의 관

계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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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각 가설과 주요 변수의 관계

주: ‘비일상적 법률 규정’이란, 입법례가 없거나(or) 법규범적 제약이 있는 법률 규정을 말하며, 
‘일상적 법률 규정’이란, 입법례가 있고(and) 법규범적 제약이 없는 법률 규정을 말한다. 
뒤에서 개념의 의미와 조작화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방법

  이 연구의 독립변수 중 관심변수는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여부

와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분산 여부이다. 이 두 독립변수의 조합에 의하

여 조건적으로 종속변수인 해당 규정 입법례의 수가 변화한다고 모델화

하 다.

    가. 독립변수1: 법률 규정의 속성

  법률 규정의 속성 변수는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변수값은 다시 입법례의 존재 여부와 법규범적 제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입법례가 존재하고(and) 법규범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상적 법률 규정이다. 반면 그 외의 경우, 즉,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거나(or) 법규범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비일상

구분 제목 법률 규정 속성 주의 집중 여부

가설1
선행 법제의 무비판적 

답습
일상적 분산

가설2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계기적 선택
비일상적 집중

가설3
규정의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일상/비일상 

전환

분산/집중 

전환



- 67 -

적 법률 규정이다. 이는 <표 Ⅲ-3>와 같이 입법례와 법규범이라는 두 

차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4분면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표 Ⅲ-3> 법률 규정의 속성인 일상성/비일상성에 대한 4분면 그림

법규범적 제약

○ ×

입법례
○

비일상적
일상적

×

 

     1)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의 의미

 앞서 입법례가 존재하고(and) 법규범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상적 법률 규정,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거나(or) 법규범적 제약이 존재

하는 경우는 비일상적 법률 규정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 다. 이에 더

하여 법률 규정이 일상적/비일상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어

떤 의미가 있는가를 부연한다.

  법률 규정이 일상적이라는 것은 해당 법률 규정이 법제 업무상 상례적

으로 활용되는 도구상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조직 루

틴의 이론에서는 조직이 익숙한 문제해결 방법을 레퍼토리(repertoire) 

또는 프로그램 목록으로서 저장해두고, 유사한 상황이 다시 나타났을 때 

사전에 처방된 방법 그 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했다. 

조직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던 문제해결의 도구로서, 최고의사결정자의 

비일상적 법률 규정 일상적 법률 규정

- 높은 형량의 형벌 

- 새로 발명된 법률 규정 

- 2011~15년의 징벌적 손해배상 

- 낮은 형량의 형벌

- 행정계획, 결격사유

- 2016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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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집중이나 특별한 인가가 없어도 실무선에서 법률 초안을 작성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말한다. 이 연구의 법률 규정의 일상

성 개념은 이러한 조직 루틴 작용에 의한 도구 사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조작화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앞서 이론적 검토 부분에서 여러 선행연구와 법제실무에 한 검토 결

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법제에서는 같은 언어나 상용구를 

반복해서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법률적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례 없는 문구 사용에 한 우려와 비용 때문이라는 점을 논의했다. 또

한 법제는 법률의 형식을 준수해야 하므로, 법률로서의 법규범에 강한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법제 실무자 또는 실무 조직에서 굳이 

법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 규정의 입법을 시도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끌 것이고, 이 경우에

는 실무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조직 루틴의 발동으로는 결정할 수 없

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루틴한 조직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없

는 사안은 비일상적인 사무가 되며, 법제의 경우에는 비일상적 법률 규

정의 입법이 이에 해당한다.

     2) 선행 입법례 변수의 개념과 측정

  선행 입법례는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을 결정하는 세부 요

인 중 첫 번째인데, 선행 입법례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두 경

우로 나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선행 입법례의 존재는 한국 법률에서

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이는 후술할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례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제 실무에서 한국 법률의 고유한 체계성

에 관한 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외국 입법례의 존재만으로 

해당 법률 규정의 사용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면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 즉, 3배 배상(treble damages)의 규정 입

법은 국과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흔한 것이었지만, 2011년 하도급법 

입법 이전까지는 이 규정의 입법은 한국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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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졌다. 물론, 외국의 입법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법제 의사결정 시 해당 입법례의 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부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외국 입법례를 주요 변수로서 

포함시키기에는 인과 경로가 약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설명의 실익에 

비해 모형의 복잡도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모형화를 하 다.

  한편, 어떤 입법례가 과거에 존재했지만 입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

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잊힌 것이라면, 이는 선행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측정해야 한다. 모두에게서 잊힌 입법례는 정책의사결정자와 지

원조직에게 어떠한 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의사결정 모형의 

변수 값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35) 

  이처럼 외국 입법례와 잊힌 입법례의 문제를 차치하면, 입법례가 존재

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한국 법률 텍스트에 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례분석을 할 때 해당하는 종류의 법

률 규정의 과거 입법례를 모두 수집하여 탐색했다. 이를 사람의 인력으

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의 구축과 텍스

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특정 종류의 법률 규정을 식별할 수 있는 

텍스트상의 특성이나 식별자를 이용하여 선행 입법례를 망라적으로 분석

한 것이다.36) 다만, 오래된 입법례가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발견되었더라

도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입법례가 현 에 잊혔다고 볼 수 있는 추가증

거가 있는 경우, 이를 입법례가 없는 경우로 취급하고 분석을 수행했다.

      3) 법규범적 제약 변수의 개념과 측정

  법규범적 제약이란, 어떤 법률 규정이 법체계상 또는 법리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것이 어렵거나,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입법례의 

유무는 전례가 있었는지만을 따지는 기계적 요건인데 반하여 법규범적 

35) 입법례가 있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례는 가설 3에 대한 1949년 상표법 제
정 사례에서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36) 자세한 방법은 다음 목차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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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법률 규정의 일상성에 한 질적인 요건이다. 비록 사용된 선례

가 있다고 하더라도, 루틴한 의사결정으로는 이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내

용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사형과 무기

징역의 중형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은 여러 법률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입법하는 것이 루틴한 일은 아니다. 또한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도 비록 첫 입법례가 발생했지만, 여전

히 이 법률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를 

둘러싼 참가자들의 체적인 여론이었다. 즉, 입법례의 유무와 관계 없

이 특정 종류의 법률 규정을 입법하는 것을 실무자 또는 법제 지원조직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최고의사결정자의 상당한 주

의 집중이 있어야만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범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Peters(2002)가 정책수단 

선택의 요인으로 제시한 ‘5 I’ 중 아이디어(idea)와 관련이 있다. 법

규범은 정책수단에 관한 전문가인 법기술자 또는 법제 지원조직들이 입

법의 도구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수단 유

권자(policy instrument constituency)에 한 논의(Voss & Simons, 

2014)에서도 논의된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에도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종류의 법률 규정(예를 들면 인허가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 15년 

이하의 징역에 관한 규정)에 해 법규범적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해

서는 헌법원리와 법학이론, 법제실무상의 문서화된 SOP37)와 비문서화된 

관행,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에 해서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명문화된 규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선 법학 논문 중 해당 법률 규정

에 해 분석한 논문을 최 한 많이 찾아낸 후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법학이론적인 제약사항을 파악한다. 그런데 법률 규정의 입법을 

제한하는 법규범적 제약이 주류적 법학 이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

다. 법학적으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제실무적으로 제약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다.38) 따라서 법률 규정에 관한 선택이 이루어

37)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국회 법제실의 「법제이론과 실제」를 의미한다. 
38) 예를 들면 다소 사소하지만 법률 시행 전까지 유예기간은 30일, 90일, 180일, 1년 단

위로 주어지고 있으며, 7개월이나 8개월과 같은 경우는 선택되지 않는다. 또한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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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 회의록 등 자료 분석을 통해 해당 선택을 방

해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법규범적 근거가 언급되고 있는지에 해서도 

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업무의 SOP라고 할 수 있는 법

제처와 국회 법제실의 법제기준 역시 법규범적 제약에 한 서술된 근거

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규범상의 제약이라는 변수의 측정은 양적 조작화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한 측정은 법학 이론의 논의에 많이 의존했으나, 

법학 이론은 항상 일치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고려해야 했다. 법규범상의 제약에 한 측정은 다소의 주관성과 자의성

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상의 한계로서 미리 밝힌다. 따라서 사례

분석시 법규범적 제약이 있다 또는 없다는 주장은 가용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신중하게 내렸으며, 그 근거를 상세하게 밝혔다. 

    나. 독립변수2: 주의 집중 여부

  주의 집중이란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 또는 그 집합체가 어떤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해서 상당한 수준의 주의 자원을 소모하

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가깝게는 Ocasio(1997)의 

주의 관점과 멀게는 Simon(1947)의 복잡한 검색(complex search)을 촉

발하는 자극(stimuli)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의 집중은 국회의원들과 그들이 모인 회의체의 주관적인 상태이다. 

이는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고 당시의 상황과 의사결정과정에 한 면

한 관찰을 통해 정황 증거를 파악함으로써 측정할 수밖에 없다. <표 Ⅲ

-4>와 같이 회의록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주의 집중 또는 분

선의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보았다.

역시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그 다음으로는 1억원과 수억원 단위만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단위 문제는 법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법제실무상의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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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주의 집중과 분산에 관한 정황 증거의 예시

 

  주의 집중에 관한 증거의 수집은 비교적 쉽다. 무엇인가 있는 상태에 

한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분산의 증거 수집은 상 적으로 

더 어렵다. 무엇인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 

논하면 우선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률 규정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논의가 이루

어진 경우에도 그 논의가 결국 입법례에 따른 입법이나 법제기준, 체

계·자구에 한 검토에 관한 것이라면 의사결정에 한 국회의원의 의

식적 주의 집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루틴의 

작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의 집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한 측정과 더불어 어떤 계

기로 주의 집중이 이루어졌는지에 한 분석도 필요하다. 사례분석 시 

이러한 점을 검토했다. 사전적으로는 법률 규정 자체가 중 한 정치적 

이익에 결부되거나 이념적 관심의 상이 되는 경우, 초점 사건 등에 의

하여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이 현저한(salient) 사건과 관련된 경우, 정

부나 국회 전문위원이 해당 법률 규정에 관하여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경우 등이 주의 집중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보았다.

  다만, 측정상 한계로서 주의 집중과 주의 집중의 계기 발생이 보이지 

주의 집중의 증거 주의 분산의 증거

약한 증거

강한 증거

- 국회의원이 회의석상에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함

- 정부나 검토보고 의견, 

원안과 다른 의견의 제시

- 여러 건의 법률안 발의 

- 찬반 토론이나 표결

- 고성, 비난, 정회, 이석, 

밤샘회의, 정당 지도부의 

개입 등의 격렬한 행동

- 전문위원이나 정부 의견, 

원안 통과 지지 의견

-  입법례를 답습하는 결정

- 논의가 있더라도 체계‧자
구에 관한 것인 경우

- 국회의원이 회의석상에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음

- 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에

서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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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식 회의석상이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논의

가 전혀 안 되었을 수 있으나, 국회 외부 등 알려지지 않은 경로로 주의 

집중이 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또 강력한 정책고

객의 로비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방식의 주의 집중의 계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이 독립변수 측정 방법상의 분명한 한계이다.

 

    다. 종속변수: 해당 규정의 입법례 수

  종속변수는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례 수이다. 이러한 누적된 입법례의 

총량은 개별 입법에서 해당 입법례 도입 시도의 성공과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다. 종속변수의 값은 각 연도 말 기준의 현행법 텍스트를 기준으

로 한 정보 추출 방식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된다. 충분

히 긴 시간에 해서 입법례의 총 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일부의 한정

된 성공 사례만을 선택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사례 선택

의 국지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형에서 설정한 각 독립변수는 입법의 성공 확률

에 불확실성이 가미된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70여년간 각각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 규정들이 언제,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를 추적하면 모형의 변수간의 향을 신뢰성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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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로모형

  이상의 입법 의사결정의 두 모드라는 이론적 틀과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에 한 이론화 결과를 종합하면 이를 <그림 Ⅲ-1>과 같이 경로 모형

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Ⅲ-1> 규정의 속성과 주의 집중 여부에 따른 법제의사결정 모형

  일견 이 경로 모형은 Rubin-Holland 인과추론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Holland에 따르면 성별과 같은 속성

값(attribute)은 인과추론에서 원인으로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Holland, 1986: 955). 인과추론의 상이 되려면 실험적 상황에서 서

로 다른 처치(treatment)가 가능해야 한다. 즉, 반사실(counter 

factual)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 입법례의 유무와 법규범적 제약의 유무라는 변수는 실험

적 처치가 가능한 가변적 변수(variable)이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동

일 종류의 법률 규정에 해 입법례가 없다가 있게 된 경우, 법규범적 

제약이 변하는 경우 등 처치가 달라지는 비교 가능 사례를 분석할 예정

이다. 또한 법률 규정의 속성 역시 ‘속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Rubin-Holland가 언급한 속성값(attribute)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법률 

규정의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속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이 변함

에 따라 법제 의사결정의 모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3은 이러

한 다른 처치의 가능성, 즉, 반사실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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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례의 선택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례의 수를 가능하면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 다. 

사례를 적게 선택할수록 특수한 경우의 인과관계를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오류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이

론(모형)으로부터 관찰 가능한 함의(observable implications)를 많이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관찰 가능한 함의가 사례들과 잘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는 King, Keohane & Verba(1994: 208)의 조언에 

따르고자 했다. 즉, 선행 입법례의 존재, 법규범적 제약 및 주의 집중의 

변수를 중심으로 한 법제 의사결정의 모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 모형으

로부터 3개의 가설을 추출한 다음, 각 가설이 실증되는지를 최 한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는 단순히 그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에 

한 추론을 하기 위해 적절한 조건의 차이가 있는 차별화된 사례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관심변수의 값이 모호하거나, 

요인을 서로 분리하기 어렵거나, 또는 종속변수의 값을 관찰하기 어려운 

비슷한 사례들을 선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해서 

King, Keohane & Verba(1994: 139-149)는 양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례의 무작위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나, 사례분석의 특성상 그것이 

어렵다면 안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의도된 사례 선택의 방법을 제시했

다. 다양한 범위의 종속변수 값이 나타나거나, 설명변수가 차별화되거

나, 어떤 변수는 고정인 반면 하나의 변수만 변하는 경우 등 요인의 분

리된 분석이 가능한 경우를 선택하는 전략이 제시되었다(King, 

Keohane & Verba, 1994: 139-149).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세 개의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값의 변화가 

잘 관찰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 선택

의 논리를 각 가설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가설 1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많이 입법되어 왔으며, 일상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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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해당되고, 특히 반복된 입법 속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선

택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했다. 분명 일상적 법률 규정을 루틴하게 입법하

는 경우 중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입법의 효율성이 제고된 긍정적인 사례

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가설과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

이, 가설1에 한 사례분석의 의미는 정책수단 선택 의사결정이 의도적

인 설계에 의한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반증(falsification)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 결정이든, 또는 효과성에 기반한 정책수단 선택이든 의사결정자의 

의식적 정책설계의 개입 없이도 다소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있으며, 이 경우 조직 루틴에 한 과도한 의존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 사례 분석은 결코 루틴에 

근거한 모든 법제 의사결정이 다 실패한다는 일반화된 명제를 증명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루틴에 근거한 법제 의사결정은 정말로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종

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텍스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3개의 일상적 법 규정에 

해서 통시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가설2에 관해서는 먼저 형벌 규정의 사례를 선택했는데, 이

는 우선 해당 규정의 입법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

일한 형벌 규정 내에서 법규범적 제약의 변수만 다른 반복된 입법의 사

례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형벌규정은 법정형이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

나므로 법정형의 강도에 따라 관심 변수인 법규범적 제약과 그로 인한 

법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이 변하는 것을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

설2에 따라 예측하는 의사결정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시험하기에 적절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형량이 높은 법률 규정을 입법할 때 과연 계기

적 입법의 메커니즘이 나타나는지, 형량이 낮은 경우에는 그와 다른 것

인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새롭게 발명된 법률 규정의 경우 이 논

문에서는 두 개의 사례를 다루고 있어서 사례가 다소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법제의 역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도구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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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일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충분

한 수의 사례를 발굴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잘못이며 후속 연

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설3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정이 가설을 시험

하기 위한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선택했다. 즉, 동일한 법률 규정에 

해서 관심 변수인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에만 시 에 따라 

동태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특수한 사례로서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

러한 특수한 동태적인 변화 조건 덕분에 같은 정책수단에 해서 관심 

변수값이 다르게 처치되기 때문에, 이 사례는 비록 통제가 불완전하지만 

상당히 준실험적인 상황이 갖춰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 규

정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가설3을 시험해보기 위한 조건에 맞는 적절한 

사례는 희소하기 때문에 사례의 선택이 다소 제한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각 사례에 해서는 모형의 주요 변수와 변수간 관계에 한 관찰과 

가설의 검정뿐만 아니라, 질적 사례분석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로의 추적(tracing)과 인과 메커니즘에 한 관찰도 병행하 다. 주의 

집중에 따른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과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구

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 다. 그 동안 조직 루틴에 관한 실증분석

은 그 연구 질문의 특성상 특정 조직에 한 질적 사례연구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Becker, Salvatore, & Zirpoli, 2005), 이 연구에서

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국회의 법제 루틴 그 자체에 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한 관찰을 병행했다. 입법과정의 일반적인 루틴, 주의가 집중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의사결정의 실제, 두 의사결정의 모드가 전

환되는 과정 등을 사례를 통해 관찰하고 분석했다.

<표 Ⅲ-5> 가설 검정을 위한 사례의 선택 결과

구분 사례 내용

가설1 결격사유

자격이나 면허, 위원 선임 등에 한 결격사

유 규정의 유형은 소수의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형적 입법례가 확 ‧재생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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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한 사례. 특히 이 사례에서는 의

사결정 루틴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식적 개입

의 효과와 한계에 해서도 분석.

동일 사유, 

동일 사건 규정

시정요구 및 과징금 부과의 부처간 관할 조정

을 위한‘동일한 사유, 동일한 사건’ 규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나, 인접 법률 분야로 그 로 

확  재생산된 사례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일상적 규정으로서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이 

500여개의 중첩적 형태로 증가한 사례

가설2

형벌 규정

비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높은 형량의 형

벌 규정과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낮은 형

량의 형벌 규정에 한 선택 패턴의 장기적 

차이를 분석

형량 수준을 일시에 높이는 입법이 나타난 

경우에 해서 특별한 주의 집중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

새로운 법률 

규정의 

발명(2건)

주의 집중의 상황 속에서 ‘행정적‧재정적 제

재’ 및 직접지출과 같은 전례 없는 법률 규

정을 발명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분석

가설3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법제의사결정 참여자들로부터 민사법의 원

칙에 어긋나 사용될 수 없다고 여겨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첫 입법례 등장 후 입법적으

로 유행한 사례

1949년 상표법 

사례

법제의사결정 참여자들에게서 잊힌 1949년 징

벌적 손해배상 입법 사례를 발굴하여 현 의 

선택 의사결정과 비교. 특히 1949년과 2000년

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해서 견지했

던 법규범상의 차이와 그로 인한 법제의사결

정의 차이를 가용한 역사적 증거를 발굴하여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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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데이터 구축과 정보추출 방식의 텍스트 분석 방법

  이 논문의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법률 텍스트로부터 특정한 법률 규정

을 오랜 기간에 걸쳐 식별해낼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주요 독립변수

인 법률 규정의 속성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선행 입법례의 존재 여

부에 한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종속변수로서 해당 규정 입법례

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시점별로 구분이 가능한 법률 텍스

트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

여 시행하 다. 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가. 텍스트 데이터 구축

  우선 기초 데이터로서 1948년부터 2020년까지 전 기간의 모든 법률 

연혁 본문의 각 조문의 텍스트를 웹크롤링(web-crawling)을 통해 수집

했다. 국회 법률정보시스템39)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이 데이터는 2019

년말까지를 기준으로 총 2,127,028줄로서, 한 줄마다 법률의 고유 식별

번호와 버전 번호, 그리고 법조문 1개 조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Ⅲ-2> 조문 DB의 예시

39) likms.assembly.go.kr. 참고로 이 웹 크롤링은 국회 입법정보화담당관에게 양해를 구
하고 수행한 것이며,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1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 법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구 윤리상의 문제가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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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조문 DB의 명세

구분 DB 크기 변수

조문 데이터 2,127,028 × 3 법률 ID, 버전, 조문별 텍스트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법률은 버전이 있는 문

서라는 것이다. 기준 시점에 따라 현행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률은 제정되어 폐지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될 수 

있는데, 개정할 때마다 ‘법률 제 몇 호’와 법 표 시행일, 법 제정일 

등의 메타데이터를 첨부하여 읽는 사람이 버전을 인식할 수 있게 정리되

고 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할 때도 기준 시점

에서 현행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들에 해서만 검색과 추출을 하 는

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법률의 버전 개념을 도식

화하면 <그림 Ⅲ-3>과 같다. 아래 예시에서 정부조직법은 1948년 법률 

제1호로서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되어 2015년 시점에서는 법률 제

12114호가 현행법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그림 Ⅲ-3> 법률 버전(version) 개념의 도식화

  주: 각 사각형 칸 하나는 하나의 문서를 말하며, 해당하는 숫자는 공포번호를 의미한다. 
즉, ‘1’이 써 있는 정부조직법 칸은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을 말한다.

  출처: 김재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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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기준 시점에 따라 적절하게 불러와서 사

용할 수 있도록, 법률 텍스트 데이터에 한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는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여 정리하 다. 이는 법률의 개정정보 데이터로

서, 법률의 고유 식별번호, 호 번호, 공포일과 시행일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이다. 2019년말까지를 기준으로 32,723줄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한국의 법률이 총 32,723번 상태 변화를 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정정보 DB와 조문 DB를 적절히 결합

(merge)하여 특정 시점 기준에서의 현행법 목록과 그에 따른 조문별 텍

스트 정보를 불러와서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 Ⅲ-4> 개정정보 DB의 예시

<표 Ⅲ-7> 개정정보 DB의 명세

구분 DB 크기 변수

개정정보
32,723 

× 11

법률 ID, 버전, 제명,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종류, 한시법 여부 및 

시한 등

    나. 정보추출 방식의 텍스트 분석 방법

  

  구축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텍스트 검색 방법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입법례 텍스트의 고유한 특성(키워드 

또는 문구 그 자체)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법률 텍스트에

서 동일 또는 유사한 텍스트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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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사한 텍스트의 발견은 Python 텍스트 함수와 논리 함수, 그리고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하는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텍스트의 

규칙성과 정형성을 이용하여 특정 패턴을 가진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

하는 기법이다.

  형벌 규정을 예시로 텍스트 분석 방법을 설명하면, 형벌 규정은 ‘~

년 이하(이상)의 징역’, ‘~만원 이하(이상)의 벌금’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성을 이용해서 형벌 규정에 해당하는 키

워드가 있는 규정을 식별하여, 그 키워드 앞에 있는 숫자 값만을 추출했

다. 텍스트 전처리 및 추출과정을 예시하면 <표 Ⅲ-8>과 같다(김재윤, 

2019). 이러한 작업을 매 연도에 해서 수행하여 전체 형벌 규정에 

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표 Ⅲ-8> 텍스트 분석 과정의 예시: 2016년 5월 「국회법」

단계 데이터 구조 예시 설명

웹

크롤링 

결과

제 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기관인 국회의 민주

적이고 효율적인 운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부터 

제 조

까지

형벌조

항 식별
제 조 국회 회의 방해죄 생략 생략

제 조만 

남음

문장별 

분리

제 조 국회 회의 방해죄 제 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

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

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제 항과 

제 항을 

분리

생략

전처리 제 조 국회회의방해죄 제 조를위반하여국회의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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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김재윤(2019).

<표 Ⅲ-9> 형벌 규정 식별을 위한 키워드

분류 소분류 키워드

자유형

유기징역, 

유기금고

'년이하의징역', '년이하의금고', '년이상의징역', '

년이상의금고', '년이상의유기징역', '년이상의유

기금고', '월이하의징역','월이하의금고'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금고', '무기또는'
사형 '사형'

벌금형

'억원이하의벌금', '천만원이하의벌금', '백만원이

하의벌금', '만원이하의벌금', '원이하의벌금', '천

원이하의벌금', '백원이하의벌금'
가중처벌 '가중처벌', '가중한다.'

 

<표 Ⅲ-10> 형벌 규정 식별을 위한 python 프로그래밍의 일부

및 

키워드 

검사

회의를방해할목적으로회의장또는그부근에서폭행체포

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폭력행위를하거

나이러한행위로의원의회의장출입또는공무의집행을방

해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

특수문자 

제거 후 

키워드 앞 

글자 추출

정규

표현식

키워드 바로 앞 두 글자인 는 와 는 중 숫자인 

와 만 추출 키워드에 따라 앞 다섯 글자까지 검사

추출 및 

편명 

분류 

Title text 년이하 천만원
(다른

키워드)
편

국회법 제166조… 5 1 0 … 0 2

국회법 ② … 7 2 0 … 0 2

편명은 법

제처 데이

터 이용

# x번째 키워드 앞 y칸 내에 있는 숫자를 추출하는 함수의 정의

import re

def extract(x,y):

    if keywords[x] in text:

        loc = text.find(keywords[x])

        t = re.findall("\d+", text[loc - y :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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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규정의 선택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론이 사용되

었다. 먼저 조 제목에 ‘결격’을 포함하는 규정을 모두 불러온 후, 구

체적으로 어떤 결격사유가 어디에, 언제 도입되었는지를 검사했다. 법제

처와 국회 법제실의 SOP인 법제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한 관찰을 

통해 결격사유의 총 8개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했다.

<표 Ⅲ-11> 결격사유의 유형

 

유형 키워드

1. 파산 파산

2. 의사무능력자 한정치산, 금치산,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

3. 형사처벌 전력 선고, 실형, 금고, 벌금, 징역, 집행유예

4. 신체․정신적 사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노약

자,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정신병, 심신미

약, 심신모약, 감염병, 전염병, 중독, 장애

5. 징계와 면허취소 취소, 실효, 정지, 폐쇄, 상실, 징계

6. 법인 임원 사유 임원

7. 국적 한민국, 외국

8. 중립성 관련 사유 정당, 당원, 공직선거법, 특수관계, 친족

9. 국가공무원법 준용 국가공무원법

        try:

            return float(t[0])

        except:

            print(text)

            return 0.0

    else:

        return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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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행정계획 규정에 한 분석에서도 텍스트 분석을 이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포함해야 하는 키워드와 있어서는 안 되는 키워드를 동시에 검

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즉, 법률 텍스트에서 조 번호 다음의 괄호 안

에 서술되는 조 제목만을 추출하여, 그 안에 행정계획을 규정하는 경우

에는 사용하게 되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검사하 다. 그런데 이 경우 계

획의 수립뿐만이 아니라 계획에 관한 협의, 계획에 한 공고나 보고, 

계획에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임, 계획의 변경이나 특례 사항에 

한 조항까지를 포함하는 과 측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측정값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사례를 좁혀나갔다. 그리고 원혜  국회

의원실에서 공개한 2019년 기준의 법정 중장기 행정계획 전수조사 결과

와 조하여 이러한 추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했다.

<표 Ⅲ-12> 조제목 키워드를 통한 행정계획 규정 식별 방법

구분 키워드

포함 조건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운용계획, 관리계획, 

발전전망, 중장기 책, 보전 책, 개년계획

제외 

조건

정책

결정

기초조사, 의결정, 의확정, 의입안, 입안의제안, 의

작성, 의승인, 의회부, 의승인, 의변경, 의정비

보고‧ 
공개

국회제출, 국회보고, 계획의통보, 연차보고, 계획의

제출, 의통지, 의공개, 의고시, 의비치, 공청회

협의‧ 
지원

관한협의, 의협의, 추진의지원, 책의지원, 작성등

의지원, 과의연계

특례‧ 
효력

관한특례, 따른특례, 의특례, 의의제, 효율적추진, 

수립시, 의관계, 에의반 , 의효력, 의실효

집행‧
환류

의추진, 의시행, 의감독, 의평가

개별적 

예외

위해관리계획서,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 기김의운

용계획, 토양보전 책지역,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공유재산의관리계획, 공업배치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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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례는 비교적 간단한 키워드 규칙을 

통해서 오인식 없이 이를 식별할 수 있다. ‘손해’ 또는 ‘배상’ 또는  

‘피해’라는 키워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동시에 ‘3배’의 키워

드를 포함한 경우를 전체 텍스트에서 검사하 다.40)

    다.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의 측정오차 가능성과 전수조사의 논리

  이러한 텍스트 분석은 머신러닝에 의한 확률적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조건 일치 여부에 따른 확정적 방식의 분석이다. 이는 다른 자연어 텍스

트와 다르게 법률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규칙성과 법칙성을 이용

한 특수한 형태의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 방식의 분석 방법

이다.41) 그런데 이러한 분석 방법에는 확률적 분석과는 다른 측정오차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키워드의 포함, 제외 및 키워드 부근의 숫자

에 한 자동 인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했다. 만약 

누락된 키워드가 있어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반 로 키워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을 오인식하는 경우에는 측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텍스트 분석의 특성 때문에 측정오차가 체계적

(systematic)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 코더(coder) 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human error)는 특정 방향이나 경향성을 띄지 않고 특정 관

측 지점에서 소규모로 나타나기 쉬기 때문에 결과의 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의한 텍스트 

처리 과정에서는 측정결과가 특정 패턴을 반복해서 잘못 인식할 수 있어 

40) # python3
 if ('3배' in txt) and (('손해' in txt) or ('배상' in txt) or ('피해' in txt)): 
 (중략)

41) 반정형화 데이터(semi-structured data)인 html 인터넷 문서에 대해서 유용한 데이
터만을 패턴인식을 통해 추출하는 웹크롤링(web-crawling)도 정보추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데이터의 엄격한 규칙성은 다른 자연어 텍스트에 비하여 반정형화된 
데이터에 가까운 특성이다. 따라서 웹문서에 대해 수행하는 웹크롤링과 유사한 패턴인
식과 정보추출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규칙성의 정도는 html과 같은 완전한 
반정형화 데이터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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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에 체계적 오차가 존재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재윤(2019)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연구 수행과정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원문이 한자인 법률의 경우에 한 고

려를 하지 못했던42) 오류가 있었다. 이에 따른 측정오차는 원문이 한자

인 법률이 많았던 과거일수록 더 많은 형벌 규정이 누락되는 체계성을 

보 다. 해당 오류의 수정을 통해 벌금형 조문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0.1%p만큼 더 낮은 것으로 결과가 수정되었다(김재윤, 2019).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이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텍스트 분석 결과와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에 한 분석에

서는 선행연구에 의해 2019년 기준으로 사람이 조사한 결과와 텍스트 

분석 결과를 비교‧ 조하여 식별의 성능을 검증했다. 둘째, 무작위 샘플

을 추출하여 텍스트 원문과 코드를 이용해 추출 결과를 상호 조하여 오

류를 디버깅하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형벌 규정 연구(김재윤, 

2019)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셋째, 코드의 작동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입법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최 한 관련 

결과를 많이 잡아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경우에는 얼마나 입법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례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사를 통해 관련된 텍스트를 모두 찾은 다음 연구자가 직접 

읽어보고 코딩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텍스트 분석의 목적에 따

라 식별 규칙의 1종 오류를 크게 할지, 2종 오류를 크게 할지를 선택해

서 코드를 구성했다는 점을 밝힌다.

  한편, 이 논문의 텍스트 분석은 랜덤하게 추출된 텍스트를 분석한 것

이 아니라, 알려진 전체 텍스트 모집단에 한 전수조사에 해당한다.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연구의 분석 상인 한국의 법률 텍스트는 드물

게도 모집단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고 관련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

기 때문이다. 보통 많은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 및 언론 

42)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罰金’을 ‘벌김’으로 잘못 전환하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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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데이터는 여러 주체가 생산한 자연발생적 데이터이므로 일정한 

기준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텍스트 샘플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김

경동, 이시 , 고길곤, 2020; 고길곤, 김경동, 이민아, 2020). 그런데 

법률 텍스트는 이와 다르게 국회가 독점적으로 생산한 제도적 텍스트 데

이터이다. 법률 문서는 중요한 공문서로서 건국 시기부터 지금까지 관보

에 모든 내용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70년간 국

회가 생산한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망라한 모집단에 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형벌 규정에 해서는 무작위 표본 추출로 법률 텍스트를 분석

한 김두얼‧김원종(2019)의 분석 결과가 정보추출을 이용한 전수조사로 

분석한 김재윤(2019)의 분석 결과와 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과 같이 좌측의 김두얼, 김원종(2019)에서 발견된 건설 분야 형

벌 수준의 1970년 및 1995년의 격변 현상을 후속 연구인 김재윤(2019)

과 이를 발전시킨 이 논문에서도 유사하게 포착하고 있다.

<그림 Ⅲ-5> 형벌 규정에 대한 샘플 조사와 정보추출 방식의 전수조사 

결과의 비교: 건설 분야의 평균 형량 수준 변화

자료: 좌측은 김두얼, 김원종(2019: 78), 우측은 이 논문의 그림.

  물론 두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에 미세한 차이는 존재한다. 좌측의 그

림에서는 이 논문에서 발견한 2015년의 제34편 주택‧건축‧도로 편 형벌 

수준 급상승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해서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추정하자면 첫째, 두 논문의 형벌지수 도출 방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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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43) 둘째, 중 한 변화가 있었던 법률이 우

연히 김두얼, 김원종(2019)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리하면 법률 텍스트에 한 연구를 할 때 표본 조사는 표본의 표

성에 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정보추출 방식의 전수 조사는 체

계적인 측정오차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정보추출 방식의 전수조사는 

인력으로 하는 샘플 조사에 비하여 조사의 비용이 낮다는 장점은 있다. 

또한 향후에 알고리즘의 정교화와 검증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앞으로 더 방법론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연구의 레버리지로서 활용한 형벌의 격변이 일어

나는 구체적 법률과 시점에 한 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해서는 이를 수행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정보추출 방법의 전수조사 텍스트 분석은 의의

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 형벌 텍스트 분석의 특수 이슈: 형벌 지수의 도출

  이 논문에서는 가설 검정을 위하여 자유형과 벌금형 규정에 있는 텍스

트 정보를 변환하여 형벌 지수를 규정별로 산출했다. 이 환산법은 김두

얼·김원종(2019)의 선행연구에서 법률 단위별로 사용했던 것을 김재윤

(2019)에서 규정별 환산 방법으로 응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

기징역 및 무기금고는 자유형 지수 25, 즉, 25년형으로 환산하고, ‘ 

A’년 이상 징역·금고는 ‘2A’로, ‘A’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A’로 환산했다(김재윤, 2019).44) 

  이러한 형벌지수 산출 방법은 김두얼·김원종(2019: 82)과 김재윤

(2019: 182-183)이 밝히고 있듯이 임의적이다. 따라서 환산법을 다양하

게 시도하여 측정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

로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 상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되었기 때문에45) 2010년 이후의 지수에 해서는 사형 및 무기징역의 

43) 김두얼, 김원종(2019)은 표본추출된 각 법률에서의 최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벌지수
를 도출한 반면 김재윤(2019)은 조사된 모든 형벌 조문의 가중 평균값을 기준으로 형벌
지수를 도출하였다. 

44) ‘A년 이상, B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경우는 B로 환산했다(김재윤, 2019: 182).
45)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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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환산값을 30년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김재윤(2019: 201-202)에 따르면 형벌 지수에 한 다양한 환

산 방법 시도하는 강건성 테스트(robustness test) 결과 형벌 지수의 환

산은 형벌지수 변화 추세의 수평 이동만을 불러올 뿐 추세를 변화시키는 

체계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벌 지수는 형량에 

관계된 숫자들의 단순 가중평균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예상

되는 결과이다. 또한 해당 강건성 테스트에서는 환산값을 2010년 이전

과 이후를 다르게 하는 조작은 형벌 지수 변화의 추세 분석을 어렵게 하

는 단절을 불러올 뿐이어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림 Ⅲ-6> 형벌 지수 산출방법 변경에 따른 강건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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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좌측은 ‘A년 이상의 징역’의 환산 배수를 조정한 결과, 우측은 사형의 환산값을 형
법 개정 전후에 다르게 적용하도록 조정한 결과

   2) 디폴트 값은 좌측은 2.0, 우측은 25로서 각각 연두색으로 표현
자료: 김재윤(2019)

  참고로 위 방법으로 도출한 형벌지수는 “형벌 규정의 선택형 또는 병

과형 여부, 범죄수익에 연동된 벌금46) 및 자격박탈·과료·구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김재윤, 2019: 184). 이는 분석 방법의 한계

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46) 입법례: ｢외국환거래법｣ 제27조(벌칙) ① (생  략).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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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측정의 결과가 부정확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경

우이다. 다행히 과료와 구류의 입법례는 드물고 벌금과 선택형으로 규정

되기 때문에 그 식별 여부가 중 한 측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으로 판단했다(국회 법제실, 2019: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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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분석

제 1 절 가설 1: 선행 법제에 한 무비판적 답습

  이 절에서는 일상적 법률 규정이 입법례 중심의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

의 반복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여러 법률에 확산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일상적 법률 규정으로서 유사한 문구가 반복해서 여러 법률에

서 나타난 사례들을 수집하 다. 물론 법제에서 유사한 구문이 반복하여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무비판적 답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다른 의원들과 법제관들의 합리적 숙고를 통한 의식적 선택이 반복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효과

성이 전혀 없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과거의 법제 의사결정

을 후 에 그 로 답습하는 선택이 반복된다면, 이는 합리적 숙고와 의

식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무비판적 답습 현상의 

존재 자체는 법제 의사결정의 도구적 합리성 가설에 한 반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반복된 오류를 일으키는 답습의 의사결정과정

의 실제를 검토했을 때 주의 집중의 부족과 루틴의 작동을 발견할 수 있

다면, 가설1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결

격사유 규정, ‘동일한 행위, 동일한 사유’ 규정, 중․장기 행정계획 규

정에 해서 당초 입법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답습의 입법패턴이 나타났

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 입법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도 답습이 계속되었는지, 의사결정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과 분

산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일상적 법률 규정에 한 루틴에 따른 의사결

정이 나타나는 과정과 맥락은 어떠했는지를 검토하 다.

  1. 결격사유 규정

    가. 규정의 연혁과 내용

  결격사유 규정은 임용․고용․위임이나 각종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사유를 정한 법률 규정을 말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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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어떤 사유나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이 법에 의

한 어떠한 자리, 자격,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인사행정과 아웃소싱(outsourcing) 등 조직행정, 인․허가나 면허와 같은 

규제행정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의 품질 관리와 진입 규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 등을 공적 업무 또는 자격 부여에서 원천적

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한국 법률에서 텍스트로 확인되는 결격사유 규정의 최초 입법례는 

1949년 8월 12일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이

다.47)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인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계된 규

정, 파산자, 그리고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1949년에 규정된 사유는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를 빼면 모

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계승되었다48). 이에 더하여 횡령이

47) 국가공무원법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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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

은 경우에 한 결격사유가 추가되었다. 

    나. 입법의 패턴

  결격사유 규정은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결격의 사유가 서로 유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결격의 사유로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9), 3)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는 자, 4) 자격 상실·정지자, 5) 인허가가 취소된 자, 6)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법제처, 2019: 

169). 이 외에도 정신질환이나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 또는 감염병과 같

은 정신․신체적 사유50), 외국인을 배제하는 경우51), 당적이 있거나 특수

관계인인 경우52) 등의 사유가 비교적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립된 SOP와 실제 존재하는 입법례에 한 관

찰을 바탕으로 결격사유의 9개 유형을 정리했다. 이를 차례 로 설명하

면 먼저 이 연구의 관심 유형인 파산자 결격이 1번 유형이다. 다음으로 

민법상의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를 규정하거

나 미성년자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한능력자’의 결격사유로 유형화했

다. 다음으로 죄와 벌의 종류를 불문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9)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0)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

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이하 생략)
51)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

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2) 국가공무원법 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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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으로 유형화했

다. 다음으로 심신상실, 정신질환자나 항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 중독자,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를 

‘정신‧신체적 사유’로 개념화했다. 다음으로 자격‧면허나 인‧허가 취소

나 상실, 업종의 폐쇄나 정지, 그리고 징계에 의한 면직 등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를 ‘징계와 면허취소’로 개념화했다. 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 외국인을 배제하는 경우를 ‘국적’으로, 중립성

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 심사나 감독 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중립성 

관련 사유로 개념화했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

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따로 유형화하 다. 

  분석결과 결격사유 규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말 기준으

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인식된 결격사유 규정은 400개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도별로 각 유형의 결격사유가 해당 규정들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는

지를 집계한 결과, <그림 Ⅳ-1>과 같이 1번의 파산 사유와 2번의 제한

능력 사유는 제헌시기부터 2005년까지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며 증가하

다. 이는 두 사유가 확립된 모범 입법례로서 거의 동일하게 복제되어 

루틴하게 선택되어 왔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그림 Ⅳ-1>에서 나타나듯이 2006년부터 이 두 사유의 선택

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파산 사유 규정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당

수가 정비되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

했지만, 2번의 제한능력 사유에 비하여 증가 속도가 낮아졌으며, 두 요

건 사이에 선택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는 앞서 분석한 2005년의 통합도

산법 제정과 이를 계기로 한 파산 결격사유에 한 수정 촉구의 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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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결격사유 규정의 입법 추세: 파산 사유와 제한능력 사유

  1번과 2번 유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결격사유 선택의 패턴을 발견하

기 위하여 클러스터 분석을 이용하 다. 2019년말 기준 결격사유 규정 

400개에 해서 이를 각각 세부 유형의 유무 여부에 따라 9자리의 1과 

0으로 구성된 벡터로 만들고, 이 벡터들에 해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

하여 패턴이 유사한 클러스터들을 식별하 다.53)

  이 분석에서는 여러 방법 중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사용했다. 많이 사용되는 다른 방법인 k-means의 

경우에는 임의의 군집의 유형 수를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수를 미리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었

다. 따라서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을 이용했다.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계층적 분석 방법을 정해야 한

다. 이 방법으로는 단일 거리 방법, 완전 연결 방법, Ward의 최소 분산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노드 또는 클러스터 간 거리는 Euclidean 등 여

53) 이러한 데이터 형식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유전자 표현(gene expression) 데이터이
다. 여러 시험자에 대해서 표적 유전자들이 존재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러 개의 유전자 유형별로 다른 값이 주어진 벡터들이 된다. 이 벡터들 사이
의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계층적 클러스터링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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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각 계층적 분석 방법과 거리 측정법의 조

합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법률에 한 사전지식을 근거로 사

후평가함으로써 적절한 분석 방법의 조합을 탐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이 장에서는 완전 연결 방법과 Euclidan 측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완전 연결 방법은 가장 먼 이웃 방법(farthest neighbor method)이라

고 불리는데, 각 클러스터에서 관찰점을 뽑아 거리를 계산했을 때 이 거

리가 가장 큰 경우를 두 군집 간 거리()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정

의에 따른 거리가 가장 작은 클러스터를 합쳐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

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도출하는 것이다(고

길곤, 미발간, 186-187). 

  max∈ max∈  

<그림 Ⅳ-2>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 결과 – 덴드로그램(dendrogram

   주: 1.41 거리 이하의 계층은 생략(truncated)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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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그림 Ⅳ-2>과 같이 400개의 결격사유 규정에 한 덴드로

그램(dendrogram)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군집간 거리의 문턱

값을 2.3으로 하는 경우에는 5개의 클러스터를, 2.5로 하는 경우에는 3

개의 클러스터를 도출할 수 있다.

  클러스터 분석에서 적절한 군집의 수나 적절한 군집간 거리의 문턱을 

정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알고리즘은 확정적인 정

답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견(discovery)의 도

구로서 클러스터 분석이 데이터의 실질(domain) 내용상 의미가 있는 분

류를 제공해주는지 여부이다. 이에 2.3의 문턱값에서 도출되는 5개의 군

집이 서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내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5

번 군집의 경우 단일한 군집으로서의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웠으

나, 나머지 클러스터의 구분은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

서 거리값 2.3을 기준으로 한 5개의 클러스터에 한 분석 결과를 보고

한다. 덴드로그램 가장 왼쪽에 있는 클러스터부터 가장 오른쪽에 있는 

클러스터까지를 각각 클러스터 1부터 클러스터 5까지로 지칭한다.

  먼저 50개 규정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1은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

으며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것을 주된 패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77개 규정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2는 공무원법 준용을 주된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국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169개 규정으로 가장 크고 특징이 뚜렷한 클러스터 3

의 경우 거의 모든 소속 규정에 파산, 제한능력, 형사처벌 전력, 징계‧최
소 전력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클러스터 3은 거리 

문턱값 2.5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독립한 클러스터로서 식별이 된다.54) 

63개 규정이 속한 클러스터 4의 경우 클러스터 3과 다른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파산의 사유가 제외되어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41개 규정

이 속한 클러스터 5의 경우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54) 추가로 이 클러스터는 Ward 방법-Euclidean측정 조합, Complete 방법-Dice측정 방
법, Complete 방법-Jaccard측정 조합에서 거의 동일하게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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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클러스터별 총 규정 대비 요건별 선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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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클러스터 분석 방법에 의한 패턴 발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3으로 변되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입법 모델

이 지난 2006년까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많

은 169개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클러스터 4의 존재는 2006년 이후의 SOP 변화를 보여준다. 정

부 법률안에서는 더 이상 파산을 결격사유에 잘 포함하지 않으려 하 으

며, 별도로 제출된 파산 규제 완화에 한 법률안들이 일부 통과되면서 

파산이 없는 결격사유의 유형을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클러스터 1과 2는 각종 공공기관 설치법이나 공공 재단‧법인 설

치법에서 기관장을 임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유형인데, 이러한 유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넷째, 400개의 규정 중 클러스터 5에 해당하는 41개 규정을 제외한 

부분의 규정에서 특정 클러스터로 분류가 쉽게 될 수 있는 뚜렷한 고

유의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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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사결정의 논리와 근거

  결격사유 규정 입법의 논리적 근거는 다양하다. 해당 공적 업무나 직

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성이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기 할 수 있는 신뢰에 근거를 찾기

도 한다(류준모, 2012: 7). 의료인이나 양사의 결격사유로서 감염병이

나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 및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등을 드는 것은 

이러한 신뢰와 기능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서 제

재적 조치에 한 실효성 담보와 형평성 유지의 목적도 있다. 면허 취소

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결격되도록 규정하거나, 특정 자격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결격사유 규정은 또한 종종 단순히 해당 직무나 자격의 진입

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입한 사람을 퇴출시킬 수 있거나 의무적으

로 퇴출되도록 하는 요건과 결부되기도 한다. 즉, 공무원의 경우 결격사

유가 임용 후에 발생되더라도 이에 따라 당연퇴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55)

  그런데 결격사유 중 특히 ‘파산’의 결격사유의 경우 그 선택의 논리

와 효과성에 해서 논쟁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파산의 결격사유가 한국 

입법에서 자주 사용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파산의 결격사유에 한 헌법재

판소의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전원재판부 

2005헌가21, 2008. 11. 27. 헌재 결정례(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산을 이유로 한 결격과 당연퇴직에 해 합헌

의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합헌 결정은 정책의사결정의 합리성과 

55)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
연히 퇴직한다.  ※ 제33조는 결격사유 규정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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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에 한 직접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가진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해당 입법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 권리를 부

당하게 침해했는지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다.56) 

  따라서 정책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과성, 그리고 비록 그 자체로 위헌

은 아니지만 법규범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이 헌재 결정례와 

관계 없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당 헌재 결정례에서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반 의견에서는 파

산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는 “복잡다기한 현 의 경제생활에서 파

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성실하지만 불운

한” 파산자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공직에 해 파산선고를 당

연퇴직사유로 정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경제적 갱생”이라는 개

인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규정 체계상 공익과 사익의 적절

한 균형이 이루어진 입법이 아니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으

로서 위헌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파산의 결격사유가 한국

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점을 정하여 최초의 입법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격사유의 첫 입법례는 1949년에 제

정된 「국가공무원법」이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원안에는 파산

이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제2독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수정의견을 냈고, 이에 해서 다수가 찬성함으로써 파산

이 결격사유에 포함되게 되었다. 당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56) 구체적으로 결정례에서는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회는 교원의 지위에 대해 “폭넓
은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법이 헌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이 조항의 위헌을 가려야 한다
고 보았다. 다수 의견은 사회구성원들이 교원에 대해서 가지는 높은 신뢰성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파산의 결격사유 외에 제
약이 덜한 대체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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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1949년 국가공무원법상 파산 결격사유에 대한 수정안 심사  

제4회국회 제15차 회의(1949년 7월 2일) 국가공무원법안 제2독회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조제1항 

말에 ｢파산선고자｣를 첨가할 것, (중략) 

◯김동준 의원  제가 수정안 낸 것은 간단합니다. 금치산자와 준금치

산자 밑에 파산선고자를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 

생활을 본다 하드라도 파산선고를 당한 사람은 개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관계로 이런 사람을 국가의 중 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단

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법률 체제로 봐서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가 있을 것 같으면 파산선고자가 들어야 법률

체계가 맞는다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부의장 윤치   … 김동준 의원의 제8조 제1항에 파산선고자를 첨

부하자는 것입니다. (거수 표결) 재석인원 105, 가에 62, 부에 2표, 

가결되었읍니다.

  기록에 따르면 파산이 결격사유에 포함된 입법의 논리는 첫째, 파산선

고를 받은 사람은 “개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신뢰성

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둘째, 파산한 사람은 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

자)57)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파산에 한 이러한 인식은 파산제도에 한 현 적 이해와 배

치되는 것이다. 현 의 입법자들은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정을 통해 파산 선고자에 해서 해

당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금지할 것을 명시

적으로 밝혔다.58) 또한 김동준 제헌의원이 들고 있는 둘째 이유의 경우

에는 법 체계에 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능력자(행위무능

력자)는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반

57) 종전의 금치산자, 준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어감
이 좋지 않은 ‘행위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다.

5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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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재산에 관계된 법적 능력에만 제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논리로 파산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

는 것은 법리에 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자에 한 인식이나 법리상의 문제 외에도, 파산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입법은 정책효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파

산한 사람에 한 결격은 생업을 방해해서 재무적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파산제도를 이용하기를 꺼리도록 만드는 왜곡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59) 2005년 제정된 통합도산법 제정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몇몇 의원이 파산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발의

하기 시작했다.60) 노회찬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서 이 법률안

들에 해 첫째, 파산의 결격사유는 외국에 입법례가 없다, 둘째, 파산

선고를 불성실의 징표나 사회적 신뢰 상실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

별이다, 셋째, IMF 이후 증가한 파산자를 낙오시키지 말고 사회에 복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다.61)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

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오히려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

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전직 처분을 하고 각종 자

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 차별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 아직도 많은 파산자가 사회적 냉 와 차별 속에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위 법률들이 개정되어 파산자

59)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자주 개진된다. “파산이 선고되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은 국가공무원 …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 
금지된다. 심지어 보험설계사, 아파트 동별 대표, 일반경비원, 보육시설의 운영자도 … 
우리 법에 파산채무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많아 도대체 파산채무자를 차별
하는 자격이나 직업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 그러다보니 마땅히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채무자들이 제도 이용을 포기하거나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도산제도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신문. (2019). 사설: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차별 신속히 철폐해야. (2019.4.29.)
60) 일부 자격 분야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을 제외하는 법안으로서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변

호사법,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등이 2006년에 통과되었다.
61) 제256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회의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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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회적 낙오자가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파산의 결격사유 폐지를 전면에 나서서 추진한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노회찬재단의 정관 제18조(임원

의 결격사유)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

이 될 수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 파산 결격사유의 끈질긴 생명력을 단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62)

  다시 국가공무원 임용에 한 결격사유로 돌아와서, 이러한 공직자 임

용에 한 파산의 결격사유는 참고할 수 있는 주요국 법제도에서도 생소

한 것으로 보인다. 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제정법, 같은 륙법계로

서 참고가 가능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직접적인 법률적 향을 주고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63)과 만의 공무원 법제에서 공무원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 파산을 이유로 한 조건 없는 임용 

결격의 예는 없었다. 다만, 표의 내용과 같이 국의 경우 파산한 사람

을 공적자금 유용의 우려가 있는 직위에 임명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 것

과 같은 제한적 규제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이는 법률상 결격사유는 

아니며 내각에서 발표한 인력 관리 방침에 불과하다.

<표 Ⅳ-2> 주요국 공무원 임용 관계법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2) 노회찬재단 정관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중략)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생략)
63) 특기할 점은,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의 정부 원안의 결격사유는 일본의 국가

공무원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헌국회에서의 수정안 가결에 의하여 한국
의 경우 파산의 결격사유가 추가되었다. 

국가 관련 규정
국 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4.3.2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피용자는 

공적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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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

스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제5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용할 수 없다.

  1. 프랑스 국적이 없는 사람

  2. 시민으로서 권리가 없는 사람

  3. 전과가 직무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

  4. 국가 서비스 코드에 따른 보통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비추어서 신체적으로 적절하지 않

은 사람, 핸디캡을 보정한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독일 연방공무원법(BBG) 제7조 공무원의 자격

(1) 임용 자격사유

 1. 독일기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독일인이나 아래의 시민권자

   a) EU 회원국 시민

   b) 유럽경제권역 조약 서명국 시민

   c) 독일연방정부나 EU가 상호주의적인 자격을 허락한 국

가의 시민인 경우

 2. 독일기본법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보장될 수 있을 것

 3. a) 직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을 것, 또는

    b) 직무와 관련된 삶과 직무경험에서의 적절한 경험이 있을 것

(2) 만약 직무상 필요가 있다면 독일기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독일인으로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1)1.과 (2)에 해서는 연방 내무-건설-주택부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결격사유)

  1.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또는 

집행을 받은 일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

  3. 징계면직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인사원의 인사관 또는 사무총장직에서 제109조에서 제

1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진 자

  5. 일본 헌법 시행일 이후로부터 일본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주장한 정당 혹

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것에 가입했던 자
만 공무인원임용법 제28조 (공무인원지소극자격）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중화민국국적을 상실한 사람

  2. 구중화민국국적이나 구외국국적 소지자 

  3.‘동원감란시기’가 끝난 후 내‧외환죄로 확정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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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검토된 증거로 볼 때 제헌국회의 파산자에 한 

개인적 귀인의 논리는 현 에는 더는 통용되기 어렵고, 법리상으로 봤을 

때에도 민법상 제한능력자로 지정된 경우와 파산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파산 결격사유의 남용으로 파산자의 자립을 방해하고 파산을 기

피하는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이 입법례의 시작인 공직

자에 한 파산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즉, 파산의 

결격사유를 입법자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논리적, 법리적, 효과론

적,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6년에 이미 파산의 결격사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

서 지적이 이루어졌고 어느정도의 반향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도 파산

의 결격사유는 큰 문제없이 계속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입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사한 형태로 법제가 무비판적으로 답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결정

자들이 이러한 문제 지적을 인지하면서고 이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법제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선행 입법의도 및 정책효과성에 

한 면 한 검토 없이 답습이 이루어진 결과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반

복하게 되었는지를 의사결정의 실제 상황에 한 관찰을 통해 검토해보

고자 한다.

거나 집행유예된 사람

  4. 부패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된 사람

  5. 3호 및 4호 외의 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된 사람

  6.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사람

  7. 법률에 따라 임용이 정지된 사람

  8. 공적 권한이 박탈되고 미복원된 사람

  9. 원주민 특별 시험에 합격하 으나, 원주민 자격을 상실

한 사람

  10. 후견인, 보조인의 선언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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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의사결정의 실제

  2006년 전까지 국회 회의석상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결격사유에 해

서 언급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법제 지원기관의 검토보고서에서

는 결격사유가 표준 입법례를 따라서 정비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15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다른 결격사유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 담배소매인에 해서도 파산의 결격사유를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64)  

 “□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안 제16조제2항에서 결격사유를 정비하면서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

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소매인의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소매인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포함시키고…”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의 결격사유를 각 호에서 제

외하고 있는 법률 원안에 해서, 이 두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그러한 조언의 논거는 ‘규정간 균형 유지’이다. 그리

고 규정간 균형의 적용 결과는 결격사유의 확  지향성, 즉, 빠짐없이 

기존의 결격사유를 모두 답습한다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은 결국 검토보고서 의견에 따라 담배 소매인에 해서도 행위무능

력자와 파산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되었다. 파산자에 

해서 세자 업이라고 볼 수 있는 담배 소매점 운 을 하는 길을 막

는 방향의 조언을 한 것이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해서는 검토

보고서에서는 짚고 있지 않으며, 회의록에서도 이에 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 의사결정에서는 결격사유 규정의 형태는 되도록 다른 입법례

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는 논리에만 의존하여 초안에 없었던 파산의 결

격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64) [152202]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정부) 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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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에는 개별 의원이 발의했거나 법제처가 법령 정

비 차원에서 량으로 발의한 파산 결격사유 삭제에 관한 법률안들에 

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법률안은 특별한 

구체적 논의 없이 원안 그 로 통과되었다.65) 다만, 결격사유 정비 법안

을 폐기한 경우도 있는데, 해당 자격이나 면허가 재무나 금융 업무와 관

련되었다는 이유 다.66) 또한 특이 사례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한 최근의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에서 나타난 의사결정자들의 동기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23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해서 파산 후 복권되면 바

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법안이 환경노동위원

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파산하고 복권된 후 3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파산 후 복권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

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파산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유지하되 파산‧복권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의 내용이 급진적이거나 비일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와 전문위원은 법률 원안을 그 로 수용하는 루틴한 조언을 

65)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아무런 의견 없이 그냥 통과를 시키고 있다. 
제337회-국방소위제2차(2015년11월23일) ◯수석전문위원 □□□ 3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서 삭제해서 파산자도 이 법에서 정한 사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 파
산자가 자기의 능력으로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경제적 활동을 지나치
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 국방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동의합니다.
  ◯손인춘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그러면 이상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 논

의 없이 대안으로 통과)
66) 제337회-정무소위제1차(2015년11월17일) ◯김기식 위원 그런데 이게 행위무능력자나 

파산 등,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부거래업을 한다고 할 때 재무건전성 요건을 굉장히 중
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파산경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재무건전성 능력을 판단하
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파산해서 잃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페널
티를 물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취지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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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다. 그런데 이에 해 예기치 않게 김웅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서 주의가 집중되었고, 소위원회에 있는 모든 교섭단체 의원들이 유사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다. 김웅 의원은 이 규정에 한 특별한 

입법 의도를 추정했는데, 과거 입법자들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

견사업 허가에 해서 특별히 파산 문제를 강하게 규제했을 것이라는 추

정이다.67) 이에 이수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  입법자들의 명확한 입

법의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이 파견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3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두었

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철민 의원은 법률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저희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

부와 국회의 책임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결국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김웅 의원이 개정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저희가 지적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

면서 “그 정도 하고 물러서겠습니다”라면서 원안 통과를 지지하면서 

이 논의는 끝이 났다.68)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이 논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사례에서 의

원들은 과거의 법제 의사결정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

라고 간주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 무엇인가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

67) 제382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0년9월23일)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실제로 대
부분 대금을 그날그날 주는 게 아닌 상태여서 대규모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른 자격 결격하고 이 근로자파견사업도 똑같이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
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8) “그렇긴 한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
서 저희가 지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꼭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물러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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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르지만 어떤 합리적 입법 이유와 과거의 의식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기 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 를 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를 삭제하거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최 한 피해

야 한다. 잘못하면 종래의 입법 의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어떤 제도의 개편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해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이 법률 규정의 입법 패턴을 검토하면서, 이 규정

의 입법은 2006년 이전까지는 의식적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정

황 증거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69)은 

1998년 2월 7일에 발의되어 바로 1주일 뒤인 14일에 통과된 긴급 통과

법률이다. 당시는 외환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제도 개편을 정부가 약속한 상황이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결격사유에 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결격사유

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원안 그 로 통과되었다. 해당 논의과정에서는 

파견의 기간과 파견 가능 업종의 범위와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정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격사유와 같은 일상적 규정의 법제 

문제에 해서 국회의원이 주의 집중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검토

  결격사유 규정의 입법 패턴은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것

으로 보인다. 결격사유 규정의 첫 입법례를 마련했던 1949년 파산의 요

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루틴한 의사결정의 반복을 통해 확  

재생산된 것이다. 결격사유 규정의 입법 패턴을 텍스트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결격사유 요건의 조합 방법은 소수의 식별 가

능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큰 클러스터가 1949년 국

가공무원법의 입법례를 그 로 따르고 있는 160여개의 입법례라는 점, 

이 클러스터에서 파산의 요건만 제거된 60여개의 입법례가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로 포착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규정 형식은 다르지

69) [15095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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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장 큰 클러스터와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준

용70)의 유형이 각각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로 나타난다는 점도 루틴

에 의한 의사결정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다만, 혹시 이러한 파산의 결격 요건 반복 등 유사한 요건의 복제가 

의도적 설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부작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파산의 결격사유에 한 정책 의

도 및 정책증거를 탐색해보았으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논리

적, 법리적, 도구적, 비교법적 근거를 탐색해보았으나, 1949년 본회의 

제헌국회의원의 ‘파산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발언 이외에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논리적으로 파산은 재산의 처분

에 관한 사항에만 제약을 줄 뿐 다른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다는 점, 법

리적으로 1949년의 입법 의도는 현  파산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 

효과성의 관점에서 량 양산된 파산의 결격사유가 파산제도에 한 경

제주체들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주요국 법

체계에서 공무원 임용에 해 파산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는 점을 검토했다.

  추가로 이 사례 분석에서는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관하여 유용한 관

찰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일상적 법률 규정 입법의 조직 루틴이 특별한 

계기로 의식적 의사결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 둘째, 루틴의 수

정이 의사결정자들에 의하여 시도되더라도 종전의 조직 루틴을 단번에 

수정하기 어려운 현상유지 또는 이력(inertia)의 경향, 셋째, 의사결정자

들의 입법례에 한 ‘합리적 입법의도 추정’의 경향성을 발견했다. 

  1949년부터 2006년까지 결격사유 규정에 루틴하게 같이 규정되어 왔

던 제한능력 요건과 파산 요건은 2006년부터는 반드시 같이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긴 시계열과 명확한 단절점의 존재로 봤

을 때 식별가능한 단절적 시계열(interrupted time series)이 나타났다

고 평가했다. 2006년 통합도산법 제정을 계기로 최고 의사결정자인 국

회의원들이 이 루틴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과거의 

70) 준용을 하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완벽히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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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결격사유 선택 의사결정의 시정과 더불어 루틴에 한 수정을 불러

온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루틴의 수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제한능력 요건과 파산 요건의 시계열에는 명확한 단절이 나타

나지만, 그 단절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파산 요건을 포함한 

결격사유가 현행법에 많이 남아있고, 2006년의 단절 이후에도 파산 관

련 결격사유 규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루틴 수

정의 노력이 의사결정자들 스스로의 의식적 의사결정에 의해 방해받는 

사례도 관찰할 수 있었다.

  루틴 수정에 저항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근저에는 과거 입법자의 법

제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유지 편향을 발견했다. 종전에 

존재하던 입법례에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합리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

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종전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에 관한 책임을 국회가 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관찰되

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루틴의 합리적인 수정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의

사결정자와 법제처, 여러 정책분석가들이 지적한 파산 결격사유의 문제

점을 접하고서도, 국회는 이를 정책의사결정의 루틴 수정으로 효과적으

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직 학습상의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발견된 루틴의 수정은 조직 루틴 연구의 오래된 주제이

다. 전통적 견해로는 조직 루틴이 조직 학습 과정을 통해 변한다는 

Cyert & March(1963), Levitt & March(1988)의 논의가 있고, 

Feldman & Pentland(2003)은 상시적이고 혁신적인 루틴의 수정을 위한 

메타 루틴(meta-routine)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나타

난 루틴에 관한 조직 학습은 심각한 장애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

복하고, 그러한 실수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도 행동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Levitt & March(1988: 322)에 의한 ‘역량 함정

(competency trap)’과는 다른 종류의 실패이다. 역량 함정은 조직 학

습이 불행하게도 준최적점(sub-optimal)에서 잠기는 현상을 묘사했지만, 

이 사례에서는 최적화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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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일한 행위에 해서 동일한 사유로’ 규정

    가. 규정의 연혁과 내용

  동 규정은 기업에 한 이중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규제기관이 

이미 조사하거나 제재한 사건에 해서 ‘동일한 행위에 해서 동일한 

사유로’ 일반 규제기관이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고 선언한 조항을 

말한다. 여기서 특수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등을 의미하며, 일반 규제기관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정책수단에 한 ‘NATO’ 분류체계에 따르면 

조직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조직간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적(O)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피규제자의 이중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의 유인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텍스트 확인을 통해 전체 법률 연혁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입법례

는 표와 같이 현재 3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규정의 선택 결과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다른 법

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방송법 제85조

의2 (금지행위)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

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 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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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이 처음 입법된 것은 1998년이다. 1998년 9월 17일 「전기통

신사업법」에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해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

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라는 문구가 현재와 같이 ‘동일한 행위

에 하여 동일한 사유로’로 개정되었다.71)

    나. 의사결정의 실제

  이 규정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2007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 제정, 2011년 「방송법」 개정 및 2014년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정시 있

었으며, 그 중 「방송법」과 단통법에 동 조항이 동일한 문구로 입법되

었다. 

  먼저 IPTV법 제정안의 기초가 된 광 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

사업법안72)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71) 이 개정에 대해서 법률 원안, 회의록,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 입법 연혁 자료를 모
두 검토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
고: [152387]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정부)

72) [176846]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홍창선의원등 23인)

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

치 유통구조 개

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

률과의 관계)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하여 제13조에 따른 조

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

한 행위에 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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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중복 규제 방지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참고하여 중

복규제 방지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73) 그러나 소위원회, 위

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74) 원안

로 중복규제 방지 조항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되었다. 다만, IPTV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안적으로 도입하 다.75) 

  그런데 IPTV 사업자에 해서 IPTV법 제정과 함께 적용되게 된 불공

정거래행위 규제가 「방송법」을 적용받는 기존의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

들에 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균형에 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에 따라 허원제 의원은 방송사업자에 해서도 IPTV법과 유사한 공정거

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805736)을 발

의하 다. 그런데 동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

법례와 동일한 중복규제 방지 정책수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 규정에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정이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76) 반면 당시 전문위원은 

「방송법」에 동 조항을 넣더라도 중복규제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77) 그런데 논의 결과 결국 법률안 원안 로 이러한 

73) “다만,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위반 시의 과징금 등을 규정하려면 전문규제기관에서 과
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한 때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공정
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사업
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됨.”

74) 이 회의에서 IPTV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 외에는 실체적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
으며,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부처간, 의원간 갈등
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69회 국회 제2차방송통신특별소위, 2007년 9월 
14일)

75) 이 부분 법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총 7회의 소위원회 중 6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76)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 개정안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안 제85조의2제7항)이 포함되
어 있어 입법적으로 중복 문제 해결”

77)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 기관의 중복규제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음.”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중복 시정조치 또는 중복 과징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 조사까지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중복 조사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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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방지 규정이 포함되게 되었다. 검토보고에서의 우려와는 다르

게, 전문위원과 정부부처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안 심사 참고자료

인 ‘소위자료’에서 이 부분은 법률안 원안 그 로 중복규제 방지조항

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의사결정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이 부분 

내용의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졌으며, 합의가 되었다는 방송통신

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의 발언에 따라 다른 논의 없이 이 부분 심사를 

종결했다.78)

  다음으로 단통법의 경우 기초가 된 5건의 법률안79) 중 불공정거래행

위 규제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었던 법안은 조해진 의원이 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1905126)이었다. 이에 

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앞서 검토한 「방송법」 검토보고서와 반

로 이 규정이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

고 있으며80), 이에 근거하여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 다.81) 이러한 제안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로 받아들

78) 제18대국회 제29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년 03
월 09일)

◯조윤선 위원: 이거는 공정위하고 협의가 다 되신 거고……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국장 정종기: 예.
◯조윤선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A방송사가 1번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이렇게 과

징금 받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공정위는 재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국장 정종기: 동일한 행위의 동일한 사유에 의한 건은 중복해

서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박명진: 7항에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국장 정종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소위원장대리 강승규: 그러면 26쪽까지는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쪽 넘어가겠습니다. 
79) [19022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등 12인)
    [19027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등 11인)
    [19051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19039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19087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등 10인)
80) 45쪽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16조는 제정안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배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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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져서 현행법에 반 되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 규정에 해서 소위원

회 논의 과정에서 전혀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

에 해서 전문위원이 소위원회 자료의 내용을 설명했고, 이 부분에 

해서 전문위원의 내용 설명 이외에는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 전문위원은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렇게 중복되는 규정이 있다”고 함으로써, 입법하려는 규정은 이미 입법

례가 있는 일상적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2)

    다. 동 규정의 효과성 문제

  법제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일한 행위에 해서 동일한 사

유로’라는 규정은 “당초의 입법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민행, 이윤제, 유완석, 2008: 69).83) 당초 정보통신부

가 추진한 최초의 정부 입법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라는 문구

를 사용하 기 때문에 규제의 사유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부가 한 번 규제

조치를 내린 사안에 해서는 포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막을 

수 있었다. 즉, 중복규제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동 법에 ‘동일한 사유’라는 요

건이 정부 입법을 통해 추가되면서, 이 규정은 더 이상 원래의 입법자가 

81) 56쪽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
서 안 제16조(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만 이중 규제
를 배제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에 대해서도 이중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82) 제322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소위제3차(2014년2월26일)
◯ □□□ 전문위원: 다음 3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원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말하자면 이중부과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복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커멘트 없음)

83) “(법제처의 입장은) ‘동일한 사유’ 요건을 삭제하면 법집행의 일관성 훼손, 기업 혼란 
및 과잉규제(규제경쟁유발)가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규제
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 등을 마련해 놓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서, 오히려 이러한 대안 없이 ‘동일한 사유’라는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인 요건이 (2000년
에) 추가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금지하려는 당초의 입법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조민행, 이윤제, 유완석, 중복규제
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200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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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이

는 ‘동일한 사유’라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어서 실제 사

례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 규

정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에 

적용하는 법률이 각각 다른데, 다른 법률을 근거로 동일한 사유로 처분

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에 해서는 그러한 사례를 찾아내거나 

상상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004년에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사내의 비 업직원을 상으로 

이동전화 판매를 독려한 행위에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

법｣ 제36조의3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비 업직원에게 본래 직무를 소

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가외 업무를 강요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

했다는 이유로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84) 또한 동일 회사의 동일

한 행위에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따

라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

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판단하여 20억원을 부과했다(조민행, 이윤

제, 유완석, 2008: 45). 

  또한 2006년에 통신위원회는 LGT의 원가 이하 수준인 ‘기분존요금

제’를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보고 요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시정조

치를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사건을 ‘부당염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조사하 다(김윤정, 2013). 

  이와 같이 ‘동일한 행위에 해서 동일한 사유로’ 규정은 동일 사안

에 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규제당국의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

을 막지 못했다. 특히 LGT ‘기분존요금제’ 사례는 「전기통신사업

법」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판단된 이유 중 하나가 원가 이하의 

요금 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당염매’ 혐의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

위에 해서 동일한 사유로’ 규정의 무용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두고 김윤정(2013: 202-203)은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

84) 방송통신위원회 200401조사019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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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이미 (방송통신 당국이) 개입한 사건에 해 다시 공정거래위

원회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는 이유로 개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평가했으며, 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두 규제기

관 간 행정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조언하 다.

<표 Ⅳ-4>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규제당국 사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규제가 이루어진 사례

출처: 조민행, 이윤제, 유완석(2008: 45); 김윤정(2013).

  이러한 부처간의 규제관할 갈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못

했고, 부처간 조정을 통해 행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제 

구분 내용

중복 

과징금 

부과 

사례

 ○ 2004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가 사내의 비 업직원을 상으로 근무시간 중에도 이동

전화 판매를 독려한 행위에 해, 비 업부서 직원이 시

내, 시외, 국제전화 및 회선설비임  등 본연의 역무에 

한 서비스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이

용자이익저해행위로 보고 과징금 41억원을 부과(200401

조사019).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

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사원판매행위로 보아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중복 

조사 

사례

○ 2006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원가 이하의 할인

을 제공하는 LGT의 “기분존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보아 시정조치(200605조사048)

○ 동일한 사건에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염매에 해당한다는 신고에 

따라 이를 조사하 으나 2007년 1월 무혐의 처분



- 122 -

당사자간 협의체를 만들고 미리 누가 어떤 건으로 조사 또는 제제를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규제를 집행하기로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 되도록 각 

위원회의 규제 상이 겹치지 않도록 관할을 조정하는 조치가 시행되었

다. 2003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중복 

문제에 해서 이러한 방식의 문제 해결이 시도되었다. 통신산업에 고유

한 전문적․기술적 사항과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과징금 사유

를 시행령 조정을 통해 분리하기로 하고, 실제로 2004년에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관할이 될 수 있

는 규제 유형을 최 한 제거했다. 또한 2008년에는 통신회사에 한 표

시광고 행위의 이중 규제 문제에 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및 지식경제부가 상호협의체 운 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의 MOU 체결로 응

했다.85) 

    라. 검토

  중복규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유’ 규정에 

한 입법 패턴은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이 당

초의 입법의도를 달성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제처의 해석이나 

실제 중복규제가 나타난 사례와 같이 효과성이 없다는 반  증거들만 발

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 분야에서 이 규정이 확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한 

고려나 어떠한 종류의 의식적인 논의의 흔적도 찾기가 어렵다.

  결국 부처간 중복 규제의 문제는 입법이 아니라 행정적 조정의 결과로 

해결되었다. 2008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친 합의와 협의체 구성, 그

리고 규제 사유에 한 시행령의 부처간 조정과 같은 행정 수준의 의사

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도되었다.86) 그러나 이러한 정부 내에서의 

85) 2015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법제실에 팩스로 제출한 “공정위와 정통부간 
업무중복 문제 조정결과(2004.8월, 경쟁촉진과)”와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
(2008.12.12.)” 문서에 근거

86) 그러나 실제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
나 법제처에 의하여 애초에 실제 사례에 적용이 불가능한 규정으로 판명된 ‘동일한 행



- 123 -

노력과 교훈은 국회의 의사결정자와 법제 지원조직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 규정의 효과성에 한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환류가 제 로 되지 않았다. 2008년 이후인 2011년

의 「방송법」 개정과 2014년의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은 무비

판적으로 글자 그 로 답습되어 복제되고 말았다.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논거는 선행 법률에 이미 있는 규정이라는 점 또는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법제 의사결

정의 모습은 앞서 논의한 정책수단론의 전통적인 선택 요인론 중 도구적

인 선택도, 정치적인 선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일상적 법률 규정이 주의(attention) 집

중의 부족과 입법례 중심의 법제 루틴에 의하여 답습적으로 선택된 것이

라고 보는 이 논문의 이론적 틀에 따른 설명이 더 현실적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입법례의 확산이 유사 분야에서만 나타난다는 점도 이 의

사결정이 의식적 정책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

침한다. 중복규제의 문제는 방송통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러 

정책분야에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87) 유독 정보통신부의 후신

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서만 이와 같은 법

제 의사결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 이루어지기 전

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이 규정의 입법이 이루어지다가, 방송통신 융

합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방송 분야에서도 이 규정의 입법이 이루어진 점

도 조직 루틴에 의한 의사결정의 가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위, 동일한 사유’의 정책수단보다는 더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87) 조민행, 이윤제, 유완석(2008)에서는 중복 형벌이나 표시광고 규제의 광범위한 중복을 

지적하였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양금승(2015)에 따르면 중복규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된 규제가 총 169개인데, 그 중 42.6%가 두 부처간 중복규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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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가. 규정의 내용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법률로써 의무화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는 정책수단의 ‘NATO’ 분류 

중 조직적 수단(O)에 해당한다. 계획의 수립과 이에 근거한 집행이 모두 

조직 역량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계획은 반드시 법률로서 입법될 필요는 없다. 행정계획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

다.88) 예를 들면 2017년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 책’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는 종합 책이다. 이 계획의 법

적 근거를 포함하여 몰래 카메라에 한 일원화된 생산‧판매 규제를 도

입하려고 한 여러 법안들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89), 법률

안들이 촉구하 던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은 관련된 입법이 없이도 정

부의 결심으로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중장기 계획의 

시초격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역시 법률상 수립의 의무가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1960~80년 까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

으나, 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통령의 지시로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이다.

    나. 입법의 패턴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우리 법제에서 매우 쉽게 자주 사용되어서 그 

총량 파악이 어려울 정도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업무의 SOP인 「법제이

88) 물론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은 법률에 따른 근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계획을 세웠다고 그 행정이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89) [2011094]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2015241]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2008501]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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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실제」에 따르면 법제관들의 수작업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행

법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하나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수가 

332개로 조사되었다(국회 법제실, 2019: 282). 그런데 거의 동일한 시

기 수행된 국회미래연구원과 서울 학교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른 수작

업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이 법률의 수는 405개로 나타난다(국회미래연

구원, 2019). 한편, 이 논문의 텍스트 분석 방법에 따라 추출한 결과는 

2019년말 기준으로 460개로 나타난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가 

채택한 조 제목에 한 조사 규칙을 알고리즘으로 재현한 것이다(국회미

래연구원, 2019: 67-68).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추출 결과물은 국

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와 결과 데이터와 조되었으며, 불필요한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 조건을 추가하여 적절한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텍스트 분석의 규칙을 정교화시켰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 방법을 과거의 

전체 법률 연혁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장기간의 법률상 중장기 행정계

획 규정의 선택 패턴을 추적할 수 있었다.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2019년말 기준으로 총 567개가 존재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연평균증가율로 환산하면 1960년 에는 연 27.1%, 70

년 에는 연 10.1%, 80년 에는 4.93%, 90년 에는 6.54%, 2000년

에는 9.50%, 2010년 에는 4.1%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4> 행정계획 규정의 입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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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0년 이전에는 법률의 총량 증가 추세에 비하

여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법률의 총량 증가 추세

에 비례하여 거의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률의 

수가 늘어나는 증분과 법률의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수가 늘어나는 증

분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 

<그림 Ⅳ-5> 법률의 총량과 계획 규정 증가 속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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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가장 첫 입법례는 1961년 제정된 「삼림법」 

제7조(삼림의 기본계획)이다. 이 법률은 국회 해산 상태에서 국가재건최

고회의의 구법령정비사업91)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남아있는 자료

에 따르면 이 법의 계획 규정은 법률안의 주요 골자에 포함된 중요 입법

사항이었다.92) 이 법이 체하고 있는 구법령인 조선총독부령 「삼림

90) 이 데이터는 전수조사 데이터로서 신뢰도나 샘플의 크기는 없다. 측정단위의 문제와 
분모와 분자 크기의 문제 때문에 성장률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
분의 값과 증분의 이동평균값을 대략적으로 비교하였다. 

91) 건국 이후 제헌헌법 제100조(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
다.)에 근거해서 조선총독부 법령과 미군정법령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제헌국회와 
2대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1960년까지 특히 행정법 분야에서 다수의 구법령을 
‘의용’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1961년 과도입법 기관으로 설치된 국가재
건최고회의에서는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95호)을 제정하고, 이러한 의
용 규정을 일시에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정비작업은 주로 조선총독부령을 한국어
로 번역하는 답습적 과정이었다는 회고가 남아있다(김용진, 1998).

92) “②농림부장관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되, 계획의 원칙, 기간, 사업내용등은 
각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률 제881호의 “제정·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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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는 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규정은 종전의 구법

령을 답습한 것은 아니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도입한 규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구법령인 「삼림령」에

서는 중앙 계획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조선총독이 임업행정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언제든 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

량 규정들만을 두고 있었다.93) 

<표 Ⅳ-4> 법정 중장기 행정계획의 첫 입법례: 1961년 「산림법」 제7조

 

  한국의 중장기 행정계획에 관한 첫 입법례의 특징은 탄력성과 넓은 재

량의 인정이다. 구 산림법 제7조에 따르면 계획의 기간과 주기 등 모든 

내용을 정부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 다. 또한 사정 변경이 있

는 경우 계획의 내용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있는 응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계획의 변경과 수립 내용을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행정협조에 한 고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 의 입법례는 이와 달리 보통 더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

93)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산림령, 1911. 6. 20., 제정. (법제처 구법령 번역 데이터)
   제4조 조선총독은 임업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산림의 기본계획) ①농림부장관은 산림생산의 발전을 도모하

며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림기본계획의 원칙, 기간, 사업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

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기본계

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계획을 작

성, 변경 또는 폐지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

지사에게 지시함과 동시에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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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로는 여러 개의 조항에 나누어서 규정한다. 이러한 현  입법례의 

구성요소로는 계획의 수립 주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내용, 

계획에 한 보고와 통보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심의와 의결과 같은 

의사결정 절차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이 

있다(국회 법제실, 2019: 282-289).

  다만, 이 입법례 선택은 효과성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의 「산림법」상 계획 제도는 국공유림에 해서는 산림

녹화를 위한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민유림의 경우에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김병섭 등, 2009: 17).94) 김병섭 등

(2009)의 평가에 따르면 비록 1961년 「산림법」 제정이 한국의 ‘치산

녹화’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나, 본격적인 산림녹화 추진은 1967년 

산림청의 설치 이후부터 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법률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체계

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한편, 법률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을 규정하는 추세는 분야별, 시 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 행정계획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

기 직전인 2000년말 기준으로 보면 <표 Ⅳ-5>와 같이 국토‧교통 및 환

경, 그리고 산업과 과학기술 역에서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을 가장 많

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9년말 기준으로 보면 <표 Ⅳ

-6>과 같이 국토‧교통 및 환경에서 행정계획 규정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

는 것은 동일하지만, 2000년과 다르게 농업과 해운, 문화‧공보 분야에서 

계획의 활용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간 약 20년동안 계획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보면 <표 Ⅳ-7>과 같이 상위 5위 분야는 환경, 농업, 

해운, 문화‧공보 및 보건‧의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국회에서 

이 분야에서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을 많이 입법했다는 것이다.

94) “실제 산주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이 착실히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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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2000년말 기준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상위 5위 분야 

편 편명 규정 수 순위

39 환경 17 1

41 육운·항공·관광 13 2

35 수자원·토지·건설업 11 3

18 과학·기술 9 4

28 상업·무역·공업 7 5

<표 Ⅳ-6> 2019년말 기준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상위 5위 분야 

편 편명 규정 수 순위

39 환경 64 1

41 육운·항공·관광 36 2

24 농업 35 3

42 해운 32 4

17 문화·공보 30 5

<표 Ⅳ-7> 2000년 이후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 

편 편명 증가 수 순위

39 환경 47 1

24 농업 30 2

42 해운 28 3

17 문화·공보 27 4

36 보건·의사 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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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행정계획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특성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림 Ⅳ-6>과 같이 현 로 올수록 전체 행정계획 규정 

중 특별법, 진흥법 또는 기본법에 위치한 규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기준으로 567개의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기본법에 12.9%, 특별법에 10.8%, 지원법에 30.3%의 규정이 해당되며, 

그 외의 일반법에 있는 규정의 수는 46.0%에 해당한다.95)이러한 통계는 

국회미래연구원(2019: 67)의 진흥 혹은 육성에 관한 법과 기본법에 행정

계획 규정이 “의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관찰과 부합한다. 

<그림 Ⅳ-6> 중장기 행정계획이 규정된 법률의 구성비

  선행연구에서는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의 경우 법의 목적 및 정의 조

항 바로 뒤에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이 규정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관찰

하고 있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225).96) 이 논문에서는 이를 텍스트 

95) 이와 같은 특별법과 기본법, 지원법 및 일반법의 구분은 선행연구에 따라 제명을 기준
으로 하였다(박영도, 2006; 손현, 2016; 법제처, 2019; 김재윤 2020b). 

96) “중장기계획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진흥 혹은 육성에 관한 
법의 목적과 정의 조항 이후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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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그 결과 <그림 Ⅳ-7>과 같이 2019

년말 기준으로 식별된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중 72.4%가 법률의 제3조

부터 제9조 사이에 위치했다.

<그림 Ⅳ-7>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법률 내 위치 분포

주: 제5조의2와 같은 ‘가지 조문’의 경우 원래 있는 조 번호에 가지번호의 수를 더해서 산
출했다. 예를 들어 제5조의2의 경우 5 + 1 = 6으로 환산했다. 참고로 제5조의 첫 번
째 가지 조문은 제5조의2이며 두 번째 가지 조문은 제5조의3이다.

  법률 종류별로 보면 이 비율은 특별법은 75.4%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반면, 기본법은 56.2%로 비율이 낮고, 지원법은 87.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법제 SOP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지원법의 

표준 구성 방법을 정한 ‘입법모델’에 따르면 법률의 목적 및 정의 등

의 총칙 규정 바로 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정

하고 있다(국회 법제실, 2019: 818-833). 기본법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계획에 앞서 ‘국가의 책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령에도 의례적으로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국회미래연구
원, 201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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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같은 선언적 규정이 위치하게 된다(국회 법

제실, 2019: 785-788). 기본법은 국가의 책무와 이념, 큰 틀에서의 정

책 목적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목적, 기본이념, 정의 조항 이후에 국가‧지
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등의 규정과,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소속된 여러 기본원칙들을 먼저 규정

한 이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률의 후반부에 계획을 규정하는 소수의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는 법률이 여러 정책을 규율하는 경우 각 장별로 내용이 분할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제2편부터 제4편까지는 각각 독립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제2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운 , 제3편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4편은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에 관한 실체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

한 종합계획은 제3편 첫 조항인 제140조에서,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은 제4편 두 번째 조항인 제23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의사결정의 실제

  결격사유 규정과 마찬가지로 행정계획 규정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

서 논의의 주요한 쟁점으로서 부각된 경우가 드물다.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에서도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은 거의 찾

아보기 어려우며, 이 규정에 해서는 보통 의견이 없거나 세부적 체계‧
자구에 해서만 조언이 이루어진다. 이 규정에 한 다수의 법제 의

사결정은 <표 Ⅳ-8> 및 <표 Ⅳ-9>와 같이 법률안 원안을 그 로 수용

하거나 체계 자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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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통상적 의사결정의 예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경우

<표 Ⅳ-9> 통상적 의사결정의 예시: 체계‧자구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376회-국방소위제1차(2020년2월24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수석전문위원 □□□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략) 12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

립’을 규정하 습니다. (관련 논의 없음, 안 반 )

제371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19년11월21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 17페이지,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 17페이지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서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 사태에 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봤습니다. (관련 논의 없음, 안 반 )

제382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0년11월19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입니다.

(중략)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보행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심의 절차 중에서 기본계획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이런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

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수정 내역은 4쪽 조문 비표 수정의견을 참

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략)

◯소위원장 박완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환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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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언제나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이 원안 그 로 통과되는 것은 아

니며, 때로는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존재 자체에 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의원발의 법안에 포함된 기본계획 규정을 다른 법률

과의 중복을 이유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공

하여 그에 따라 기본계획 규정을 삭제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사례가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개념상 진단의료기기의 하위 개념인

데, 이미 「진단의료기기법」과 그에 따른 법정 중장기 행정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별도의 중장기 행정계획을 규정하

는 것은 비체계적이며 중복이라는 점을 지적한 사안이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 로 논의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을 추가하는 의식적 결정을 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사례도 있다. 전문위원

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존의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

므로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을 삭제할 것을 조언했으나, 국회의원이 여기

에 해 의식적으로 개입하여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기존 계획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부분은 계획의 내용이 

겹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

다.97) 참고로 동일 제정 법률안 3건 중 정부법안은 중장기 행정계획 규

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의원발의 법안 2건은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을 두

고 있었다. 결국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통과시킨 안에는 중장기 행

정계획 규정이 포함되었다.

97) 그러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기본계획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근거로 주장
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원조달’은 행정계획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행정계획 없이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부
처의 성과관리 제도가 기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원조달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중심
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행정계획을 통해 이를 실효성
있게 계획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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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예외적인 경우: 계획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

제364회-보건복지소위제12차(2018년12월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전문위원 □□□ 그리고 63쪽입니다. 현재 다른 법체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기법에서도 아직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논의하게 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므로 이를 

반 해서 여기에서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추가 논의 없이 안에 반  – 계획 규정 삭제)

제37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0년5월1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

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위원 □□□ 다음 21쪽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고

용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고용노동부차관 □□□ 21페이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은 저희

들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내용 중에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봤고요.

  또 그다음에 나와 있는 매년 하는 경우도 사업지침을 통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불필요까지

는 아니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하고 의견

을 같이했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안으로 가요, 정부안으로. 

◯고용노동부차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신보라 위원 아까 21페이지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안 하는 것

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내용으로 

충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직자에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그다음에 어쨌든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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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규정의 효과성 문제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에 해서는 여러 정책 분야별로 효과성에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물 관리, 교통과 도시,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 정책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 특유한 개별 입법에 의한 법

정 행정계획의 과잉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법정 행정계획에 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2000년 에 빠르게 성장한 농업 분야 

계획에 한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분야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제 의사결정의 종합적 문제인 것으

로 보인다.

  먼저 물 관리 분야에서는 계획의 난립으로 인하여 계획간 경계의 모호

로 인한 중복, 계획간 목표수질 등 내용의 상충 및 연계 부족, 하향식의 

경직된 계획 기조,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계, 과

도한 법정계획의 의무강제 및 지방재정 부담 과다 등의 문제점이 2013

년부터 제기되었다(5개시·도 공동연구진, 2013). 전문가 101명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 환경 분야 계획이 과다하며 상충되고 통폐

합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이기 , 2016).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도 물 관리 분야에서의 법정계획 과다를 우려했다(김진수, 김경민, 

2019). 법정계획의 분절화, 자치단체에 한 과도한 계획의 수립 및 이

행 부담, 법정계획의 법체계상 불일치와 수립절차 및 명칭의 혼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 다.

  교통 분야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다. 2005년부터 행정계획의 과다

와 중복,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황상규, 성현곤(2005)은 교통계

획간 위계관계가 모호하고, 교통계획 수립의 주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작성해야 하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미

수립된 경우가 많고 수립된 경우에도 재원조달이 되지 않은 ‘청사진’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

록 저는 조문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  예, 알겠습니다. 

(추가 논의 없이 안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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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모창환, 전은수, 김탁 (2016)에 따르면 교

통 계획은 분야별 상충, 정책의 분산, 수립주기의 불일치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과잉한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응급처치 방식의 개별 계획체계”와 사안별 개별입법, 무리한 입법으

로 계획이 난립하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부문에 국한된 논의로서 이종훈(2017)의 분석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는 

법정계획에 한 사후 평가체계가 부재하며, 각 도로관리청이 법정계획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개발 등 공간개발 계획에 있어서도 법정계획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왕건, 박소 (2016)은 도시재생사업에 관

한 3개의 법률에 중복과 경계의 모호성이 존재하여 계획간 통합적인 연

계운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도시에서의 재난 응 계획

의 경우에도 소관부처별 지구·지역이 개별적으로 분포하고 연계성이 떨

어진다는 주장이 있다(이병재, 차은혜, 김학열, 강상준, 2018). 이러한 

도로와 도시 등 공간계획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계획을 요식적으로 수립하고 비법정의 전략계획을 따로 세우는 현상

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김보미, 2017: 20). 지역발전에 관한 계획의 

경우 “기존의 계획과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계획들이 특별법 양산과 함

께 중첩적으로 수립, 운 ”되면서 관계 전문가가 정책실무자도 법정 계

획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차미

숙, 2010: 3).

  농어업인 복지 분야의 경우 최근에 계획간 중첩과 연계성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과 보건

복지부에 의한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

적이 있다(김승종 외, 2019; 김규호, 2020).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과 

두 부처의 협의를 통해 행정 수준에서 실태조사를 통합운 하는 방법으

로 유사‧중복 문제에 응하 으나98), 계획은 법정이기 때문에 독립된 

98) 2013년에는 조사항목을 통합하였고 2015년에는 정부 제출을 통해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통합하였다. 제4차 농어촌 보
건복지 기본계획(2020)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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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수립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은 이 외에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산림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산

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등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김규호, 2020).

  한국의 법정 중장기 계획에 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국회미래연구원

(2019)에서는 이러한 개별 분야에서의 지적이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라

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개별법에 따른 법정 중장기계획은 “내용의 적

정성, 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 시계 및 응방안 모색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개별 규제법이나 지원법뿐만 아니라 기

본법에도 계획 규정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러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는 

계획은 “효용성이 떨어질뿐더러, 수립한다고 해도 계획이 지켜지는 것

을 기 하기 어렵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각 부처의 계획 담당자들을 직

접 조사해본 결과 행정계획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계획이 전혀 수립

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282).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2000년  이후 빠른 증가

를 보인 농업 관련 계획의 현황을 조사했다. 김승종 외(2019) 및 김규호

(2020)에서 이미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 외에도 유사‧중복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편명 분류 제24편 농업에 해당하는 36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체계 정비가 필요한 계획들이 발견되었다.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 종합계획, 농촌진흥사

업기본계획 등은 모두 농어촌의 정주 여건이나 농촌의 개발에 관한 계획

이나, 조금씩 다른 이유로 다른 법률에서 따로 수립하도록 규정되고 있

다. 또한 농촌 산업에 관해서도 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 농업기계화기

본계획,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포함

관계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근거 규정99)에서 

99)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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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내용으로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이 우려된다. 그 외에 전통주, 곤충, 김치, 

쌀, 양잠, 차와 같은 지역별 특수 작물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개별 

진흥법에서 각각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의한 지역특화

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한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

어 내용상 중복이 우려된다.

<표 Ⅳ-11> 제24편 농업 분야 법정 중장기 행정계획의 유형별 현황

분류 중장기 계획

농촌 여건 

개선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 종합계획

농외소득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보건‧복지 분야)

산업

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

농업기계화기본계획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개별작물, 

특수산업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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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검토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입법 패턴은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입법례가 충분히 많으며 

사용에 법규범적 제약이 없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법률 규정이다. 1961

년 산림법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500개가 넘는 중장기 행정계획이 법

률에 규정되었다.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별로 다양한 응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종 육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의례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입법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례는 앞선 규제 관할 조정이나 결격사유 규정의 경우와 

다르게 법률 규정 입법의 개별 사례에서 효과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그 규정 하나만 놓고 보면 효과

성에 한 합리적 기 에 근거하여 입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정책의 집행을 정부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의회의 의사결정 자체는 그 정책만 보아서는 합리적이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반복한 결과 전체 

법체계상 효과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00년  초부터 지금까

지 환경, 교통, 도시, 지역개발, 농업 등의 개별 분야에서 법정계획이 

비체계적으로 늘어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문헌에서 반복해서 지적

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이 Mettler(2016)의 용어 로 선 의 

정책 누적에 의해 형성된 정책지형(policyscape)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Mousmouti(2019)의 용어에 따르면 법률의 상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식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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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조(superstructure)에 한 간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

국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입법의 의사결정은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만, 모아놓고 보면 부작용을 초래한 의사결정이 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이 국회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의사결정의 방식 때문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중장기 행정계획의 입법

과 같은 일상적 법률 규정의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아니며,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에 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의사

결정자의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에서는 법제 조직 중심의 루

틴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여러 의사결정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에 해서는 좀처럼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에 해서 주의가 

집중된 경우에도, 그 주의의 방향은 중장기 행정계획의 규정을 제거하는 

축소지향이 아니라, 더 많이 만드는 확 지향으로 주의가 집중되었다. 

  물론, 조직 루틴이 항상 나쁜 결정으로 조직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찾아낸 사례들의 경우 국회의 법제 루틴은 의사결정

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다. 조직학습과 환류의 과정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의사결정을 했을 때 무엇인가 

오류나 오차(error)가 있다면 다음 의사결정에서 이를 수정하고 조직 학

습을 통해 잘못 작동하는 루틴을 고치는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정책분석의 목적은 오차의 발견과 

시정(error recognition and correction)에 있다”는 Wildavsky의 입장

이기도 하다(최병선, 2015: 59). 그러나 가설 1에 관한 일련의 사례들에

서는 이러한 정책의 오차 수정 메커니즘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 논문의 이론적 틀에 근거했을 때 앞으로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남설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루틴에 따른 법제 의

사결정을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입법례가 매우 많으며 법규범적 제약도 없다.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에 해서 국회의원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나, 주의 집중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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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만한 사건도 예상하기 어렵다. 주의 집중이 있더라도 개별 사안에 그

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 행정계획의 입법에 한 정책분석‧평가나 체

계적 사후 평가 등 환류도 미비하다. 한마디로 중장기 계획은 ‘입법하

면 좋은 것’이다. 따라서 결격사유 규정의 사례와 같이 조직 루틴을 수

정하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의도적인 개입이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입법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Wildavsky(1973)가 “If 

planning is everything, maybe it's nothing”에서 경고했듯이, 중장

기 행정계획 규정에 한 선호가 효과성과 합리성의 논리보다는 정책 의

도(planning as intention)나 신념(planning as faith)의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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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2: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계기적 선택

  이 절은 논문의 이론적 틀에서 제시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진 의식적 

의사결정은 왜, 어떻게 일어나며 이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라는 질

문에 답하기 위한 목차이다. 가설 2, 즉,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선택이 

국회의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 근거를 통해 시험한다. 

  앞서 비일상적 법률 규정이란 법규범적 제약이 있거나 입법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조작화했다. 따라서 첫째, 법규범적 제약 변수와 관련하

여 형량별 형벌 규정의 입법을 분석하고, 둘째, 선행 입법례 변수와 관련

하여 새로운 법률 규정의 발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형벌 규정은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분석의 

목적에 맞는 사례를 객관적 기준을 이용하여 검출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

운 규정의 발명 사례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실효성 담보 수단,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으로 직접 예산을 구체적 금액까지 정해서 편성하는 직접

지출 조항을 분석했다. 

  이 장에서 각 사례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비

일상적 법률 규정 입법의 사례를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여 발굴한다. 둘째, 

발굴 사례에서 주의 집중에 의한 의식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한다. 셋째, 주의 집중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가

설 2의 예측이 현실과 잘 부합하는지를 관찰하고 어떤 인과 메커니즘으로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계기적 입법이 이루어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형벌 규정

    가. 개념

  정책수단론의 관점에서 형벌 규정은 사회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죄

(crime)로 규정하고 법률을 어겨 죄를 저지르면 상응하는 처벌100)을 가

100) 참고로 형벌에서 처벌의 종류는 생명, 자유, 신체 및 재산에 관한 것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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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예정하는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NATO의 분류에 따르면 

표적인 A(authority) 정책 수단이며 유인-규제의 평면에서는 가장 침

해적인 규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학적 수단 연구의 전통에서

는 형벌의 정책수단은 가장 오래되고 고전적인 수단이다(Kelsen, 1941; 

Summers, 1971). 참고로 정책수단으로서 형벌의 특수성은 범죄와 형벌

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헌법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101) 따라서 다른 정책수단과 다르게 형벌 정책

수단은 반드시 그 범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형태의 구성요

건과 그에 결부된 정확한 법정형을 국회가 직접 입법을 통해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형벌에 관한 벌칙 규정의 입법은 낮은 형량 수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

용된다. 1년, 2년, 3년 및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수준의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법이나 일반법에 입법례가 많으며 자주 사용되고 있

다. 문서화된 SOP인 ‘법제이론과 실제(국회 법제실, 2019: 807, 811, 

814, 817)’에서도 모든 종류의 입법모델(표준적인 법률 구성 방법)에서 

의무 위반에 한 실효성 담보 수단으로서 형벌을 규정할 것을 처방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형벌의 경우에는 비록 입법례는 많이 있으나 

법규범적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 원칙도 적용되지만, 높은 형량의 형벌을 신규 입법하는 것은 

실무 보좌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이를 처리하기는 힘들며, 국회의원에게

도 상당히 부담되는 결정이다. 형량별 형벌 규정 선택 의사결정의 실제

에 해서는 뒤에서 더 분석하기로 한다.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정책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유형으로서 무기징역, 유기징역과 노역을 
동반하지 않는 금고형, 30일 미만의 구류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에 관한 처벌로는 대표
적으로 벌금형이 있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소액의 과료를 운영하고 있다. 벌금
형과 유사한 제도로 범칙금(통고처분)과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질서벌이 있으나 이는 
모두 행정적 조치로서 형벌이 아니다.

101) 헌법 제12조 ①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
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145 -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형벌의 입법은 주로 행정형벌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의 더 고전적인 형태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형사벌이다. 행정

법학에서 형벌은 형사벌과 행정형벌로 구분되는데(홍정선, 2015: 

628-629; 최봉석, 2015: 330), 구체적으로 최봉석(2015: 330)은 형사

벌과 행정형벌을 위반한 범인에 해서 “형사범은 국가의 제정법 이전

에 문화규범이나 도덕규범을 침해한 자연범의 성격을 가지나, 행정범은 

행위의 성질 자체는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정법을 침해한 법정법”이라고 설명한

다. 형사벌은 따라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

다. 그러나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몰래카메라를 통한 범죄를 억제하자는 

형사정책이라는 분야도 분명한 국회의 관심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형사벌의 입법 역시 분명 정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형사벌을 행정형벌과 구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규정 전체를 분석한다.

  참고로 행정형벌은 반드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나 윤리의 문제와 결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 검사를 받

지 않은 수제 향초 제작 및 선물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이다.102) 이 경우 화학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타인의 생명 

및 건강 유해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

런 것은 아니다. 물론 2019년의 ‘타다’ 모빌리티 업 행위가 택시업 

규제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범죄라고 주장되었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에서와 같이 윤리적인 문제를 찾기 어

려울 뿐더러 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1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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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벌의 기능에 한 이론적 검토

  먼저 형벌 규정의 법제 의사결정에 한 분석을 하기 전에, 형벌의 기

능에 해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벌 규정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다른 법규정들과 다르게 풍부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

법의 근간이 되는 이 논의를 이 논문에서 완결성있게 다루는 것은 불가

능하므로, 여기서는 형벌의 기능에 한 여러 표적인 입장들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형벌의 기능에 해 여기서는 응보(retribution), 억지

(deterrence), 비난(denunciation) 및 재활(rehabilitation)과 회복

(restoration)의 관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 순서 로 검토

했다. 

  첫째, 응보 관점이란 잘못된 행위를 한 자에 해 상응한 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잘못에 해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형벌에 한 전통적인 이해로 알려져 있다. 탈

리오 법전(Lex Talionis)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이해를 예

로 들 수 있다. 응보 관점은 뒤에서 다룰 억지 관점과 비교하면 과거지

향적인 관점이다. 즉,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한 형벌

을 내리는 것이지, 미래에 어떤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응보론에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탈리오의 

복수적인 응보론은 현 에 와서는 더 이상 주장되는 것 같지 않고, 도덕

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 도덕적 책임을 지우는 유형의 응보론

과,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이를 고친다는 시정적(correctional) 

정의에 따른 응보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유호종, 2002).

  둘째, 억지 관점은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존재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관점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

다. 예방적 관점이라고도 불리며, 전통적으로 사회의 공리주의적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형벌을 상정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불

리기도 한다. 법경제학적인 형벌에 한 이해는 주로 이러한 억지 관점

을 취하고 있다. 현 에 와서 범죄와 형벌에 한 법경제학 분야를 창시

한 것으로 알려진 Becker(1974)는 합리적인 계산을 통한 기 효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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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합리적 범죄자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벌의 강도를 높이거나, 적발률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억지의 경우에도 범죄를 이미 저지른 자의 재발을 방

지하는 특별예방과 범죄를 아직 저지르지 않은 중 일반에게 예방효과

를 발휘하는 일반예방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억지 관점이 응보 관점과 다른 점은 두 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억지 관점은 도덕적 비난가능성이나 정의의 실현과 관계 없는 형벌

을 입법하는 근거가 된다. 즉, 피해자(victim)가 없는 행정 규제 위반에 

한 행정형벌의 경우 이에 해서 응보 관점에서의 정당화 근거를 찾기

란 쉽지 않다. 둘째, 억지 관점은 형벌을 유일한 억지 수단으로 보지 않

는다. 이런 관점에서 형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 과

징금, 과태료, 업정지와 같은 행정 제재 수단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민사제도인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손

해배상까지 ‘최적 억지’라는 법경제학이론으로 단일한 관점에서 논의

되기도 했다(Calabresi & Melamed, 1972).

  셋째, 응보와 억지의 관점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비난

(denunciation) 관점이 있다. 이는 형벌은 법을 지키는 다수의 시민들

에게 특정 행위는 처벌되는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 기능을 한다(Rychlak, 1990). 공리주의적 예방 관점이 잠재적 범

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형벌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법을 지키는 다수 선량한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소통 기능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형벌이 사회에 미치는 장래

적 효과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억지적 관점과 유사성이 있다. 물론, 범

죄에 한 비난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응보적 관점과 통하는 부분

도 있으나,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한 고려가 장래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응보적 관점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활(rehabilitation)의 관점과 회복(restoration)의 관점

이 있다. 재활의 관점은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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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형벌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회복적 관점은 형벌과 범죄를 사

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가 회복과 변화

(transition)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관점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

론으로는 가해자가 무엇을 저질렀는지에 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고 교육과 재활을 추진하는 방법, 피해자에 해서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방법,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운 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보상하도록 형벌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박윤

석, 2011). 

  정책수단론적 관점에서 보면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다. 의도된 정책 효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

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정책수단론은 

형벌에 한 억지의 관점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그런데 형벌 규정 입법 

의사결정의 실제를 분석해보면, 응보적 관점과 사회적 비난 관점이 강조

하는 정의의 실현과 비난가능성 또한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특히 형

벌의 상향이나 강한 법정형의 신설이 충격적이고 공분을 사는 사건을 계

기로 단행되기도 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나타나는 

동기는 상당히 응보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는 물론 

강한 형벌을 통해 해당 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이라는 

억지적 요소도 없지는 않겠으나, 형량의 강화 그 자체가 정의의 실현으

로서 받아들여지는 응보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형벌 입법은 정책수단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책목적에 가까

워진다고 볼 수도 있다. 

  국회가 형벌을 왜 입법하는지에 해서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형사법학에서 축적된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명 

형벌의 법제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벌 기능론의 구체화된 모습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논문은 법제 의

사결정에 관한 분석을 위해 형벌 규정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 

사례분석에서 형벌의 기능론에 해 자세한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의 사례분석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과 주요 관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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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고 그에 관한 가설에 기반하여 형벌 규정을 분석할 것이다. 따

라서 기존의 형사법학적 기능론과는 구별되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을 미리 알리고자 한다. 

    다. 형벌 규정 입법의 총량적 패턴

  가설2에 따르면 형량이 높은 비일상적 규정은 형량이 낮은 일상적 규

정에 비하여 선택되기 어려우며, 선택되더라도 상당한 주의 집중의 계기

에 의하여 선택될 것이다. 그렇다면 1) 형벌 규정의 장기간의 입법을 통

한 선택 추세에 있어서 형량 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2) 형벌의 형량을 상당히 높이는 의사결정에는 주의가 집중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1)에 해 데이터를 이용해 검토

하고자 한다.

  가설의 시험을 위해 이 장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이용하여 1948년부터 

2019년말까지 형벌의 종류별, 형량별 규정의 수를 식별하여 측정을 시

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형벌 규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해서

는 의존할 수 있는 기존의 데이터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에 해서는 특

정 분야에 한정된 분석을 한 경우(김일중, 2013), 협의의 ‘형법’과 관

계 법령에 국한된 경우(김슬기, 2017; 김성균·이문호·오정일, 2018), 

특정 시점에 한 연구인 경우(김수현, 2012;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

회, 2013)가 있었을 뿐이다.103) 형벌 규정 입법은 주로 형사법적인 관점

에서 연구됐고, 한국의 법학에서는 양적 방법론을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

어서104)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하여 기본적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면 김준기(2007)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사무 데이터를 이

103) 미국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단 한 차례 연방 법무부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한 
경우(Gainer, 1989)가 있었고, 법률 검색프로그램(west law)의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서 
대략적 조사를 수행했거나(Strazzella, et. al., 1998), 개별 주별로 특정 시점에서 전수
조사한 Copland & Mangual(2017) 등의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104) 이러한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방법론적 차이는 이진수(2019)에 잘 설명되어 있다. 다
만, 법경제학은 물론, 코넬대학교 로스쿨과 동명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실증법학
(Empirical Legal Studies: ELS), 동명의 네덜란드 저널을 중심으로 한 AI와 법률(AI 
and Law) 분야, 그리고 아직 태동기에 있는 데이터사이언스와 법률(Data Science 
and Law) 분야 등에서 법률에 관한 실증분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Livermore 
& Rockmor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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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규제의 변화 추세를 측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 DB

를 이용하여 재무적 정책수단들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나, 규제 

카드 데이터에는 아쉽게도 형벌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의 규칙성과 정형성을 이용한 정보추출

(information extraction)의 텍스트 분석 방법과 선행연구에 따른 형량 

환산 지수화 방법(김두얼, 김원종, 2019; 김재윤, 2019)을 이용하여 

194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말 기준으로 형벌 규정 입법의 전수조사 데

이터를 구축하 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서 연구방법에서 이를 설명하

다.

  먼저 장기적 선택 추세에 있어서 형량의 수준과 형벌 규정의 입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중벌에 해당하는 법정형일수록 입법

의 빈도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물가조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유형(징역형)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과 

그보다 가벼운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징역 및 이를 초과하는 무거운 형

벌 규정의 증가 추세는 <그림 Ⅳ-8>과 같이 1970년을 기점으로 격차가 

생겼으며, 특히 2005년을 지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5) <그림 Ⅳ-9>와 같이 주요 형량 수준별 규정 수 증가 추세와 

상 적인 비중의 변화로 봤을 때도 7년을 초과하는 무거운 법정형의 비

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5) 참고로 이 때 형량 수준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5년형
을 ‘~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형량을, ‘~년 이하의 징
역’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형량 수준을 적용하여 지수화한 결과이다(김두얼, 김원종, 
2019; 김재윤, 2019). 



- 151 -

<그림 Ⅳ-8> 자유형 규정의 형량 수준별 입법 추세

<그림 Ⅳ-9> 자유형 규정의 형량 수준별 입법 추세 –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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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에 따라 규정 입법의 추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그림 Ⅳ-9>를 

형량과 시기에 따라 동시에 나타낸 <그림 Ⅳ-10>을 통해 보면 잘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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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연도별-형량별 자유형 규정 수의 등고선 지도

주: 빈도수가 적은 자유형 지수 4년, 6년, 8~9년, 11~24년의 값을 생략하고 각 형량수준에 
해당하는 규정의 수를 시기별로 선형으로 연결한 그림

  각 선은 연도별 자유형 지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각 선은 연도별로 

체적으로 상향 이동하여 전반적인 자유형 형벌 규정 입법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형벌 규정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형량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1년, 2년. 3년 및 5년 자유형 지수에 해당하는 규정의 

수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7년, 10년 및 25년 자유형 지수에 해당하는 

규정의 수는 이에 비해 더 천천히 증가하 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추세는 유사한데, 물가상승의 문제가 그래프의 직

관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80년  이후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이 벌금형 선택의 증가를 견인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 입법의 

증가 추세는 그보다 느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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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형량별 벌금형 규정 증가 추세의 차이

  벌금형 입법의 추세에서 특수한 점은 두 개 연도에서 눈에 띄는 형벌 

지수의 점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1995년 1년간 벌금형의 변화

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1994년말 1995년말 분포선의 이격은 추세에

서 상당히 이탈해있다. 당시 물가로는 상당히 높은 징역 1년에 한 벌

금 500만원형과 1,000만원형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

적한 1995년의 삼풍백화점, 성수 교 사고를 계기로 한 건설안전을 위

한 처벌 엄정화의 향인 것으로 보인다(김두얼·김원종, 2019: 

78-79). 특히 건설안전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은 주로 법인이나 법인

의 표자에 한 것으로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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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1995년 건설안전을 위한 처벌 엄정화의 영향

  추세의 단절적 변화가 관찰되는 두 번째 연도로는 2014년이 있다. 이

는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의 균형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법정형정

비사업’의 흔적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정비사업은 징역 1년에 해서 

벌금형을 1천만원을 규정하는 것을 적절한 자유형과 벌금형의 균형 수준

으로 정하고, 적인 법 개정을 통해 자유형과 벌금형의 균형성을 회

복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이다.106) 국회의원의 의식적 결정을 통해 벌금형 

입법에 한 루틴을 수정하고자 했던 시도로서, 벌금형 수준의 극적인 

변화로 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자유형

과 벌금형의 규정 간 균형성과 규정 내 균형성을 규정별 지수 비율과 그 

표준편차, 지니계수 등으로 평가한 결과 법정형 정비사업은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얼, 최유경, 2020).

106) “2013년 8월 5일, 국회의장 소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자유형 1년당 1천만 원의 
형벌이 대응되도록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19
대 국회 기간 중‘법정형’의 키워드를 가진 법률안이 333건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84건
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고, 129건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즉, 213개 법률에서 법정
형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의안은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되었다.” (김
재윤, 2019: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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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2014년 법정형 정비사업의 결과

    라. 높은 형량의 형벌 규정 입법에 관한 개별적 분석

  이 장에서는 가설2에 따라 높은 형량의 형벌 규정은 비일상적인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의식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 주의가 집중될 수 있는 상당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시험해

보고자 한다. 형량 수준에 한 규정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높은 형량의 

형벌 규정이 입법된 사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찾아내고, 이 경우 과

연 주의 집중이 나타났는지, 의식적 의사결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분석을 하기 전에 형벌 규정의 입법에 한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형벌을 폭 강화하는 입법을 불러오는 경

향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다. 이동규, 박형준, 양고운(2011)에 

따르면 충격적이거나 여론을 격앙시키는 초점 사건(focusing event)107)

107) 참고로 초점 사건은 Kingdon & Stano(1984)가 다중흐름모형을 설명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를 촉발하는 양대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
은 정책창도가(policy entrepreneur)이다. Birkland(1998)는 이 중 특히 초점 사건으
로서 재난의 역할에 집중하여 의회의 공청회 회의록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초점 사
건이 일으키는 정책 변화를 분석했다. 이동규, 박형준, 양고운(2011)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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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 국회는 무거운 형벌을 높은 확률로 입법한다. 또한 최근의 

‘민식이법’ 입법 사례와 같이 개별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 논문의 이론적 틀에서 재해석하면 형량이 

무거운 비일상적인 법률 규정을 량 선택한 사례로서, 가설2에 따라 국

회의원의 주의 집중의 계기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방법론상 사례의 선택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

다. 초점 사건이 발생하고 뒤이어 무거운 형벌을 입법한 사례를 선택적

으로 골라서 분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벌의 엄정화가 나타났

음에도 불구하고 초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 이 연구에서는 매년 정책 분야별, 법률별, 규정별로 형

벌 수준의 값을 지수화한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이동규, 박형준, 양고운(2011)의 연구를 사례의 누락이 없는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 즉, 먼저 형량 수준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빠짐없이 발견하고, 이 사례에서 가설이 예상하는 의사결정

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형벌 규정의 형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는 정책 분야, 법률, 규

정이 있다. 그런데 규정은 가장 기본 단위로서 그 수가 3,000개 이상이 

되며, 주로 규정의 신규 입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법률의 경

우에도 법률의 폐지 및 신규 제정과 통법 및 분법이 활발한 상황에서 일

관된 측정 단위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법률

들의 군집으로서 정책 분야를 측정 단위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 연구는 

1948년부터 72년간의 법률 변화를 다루는데 정책 분야를 정부 부처로 

하게 될 경우에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행히 법제처가 법전 

편찬을 위하여 제정한 44개의 편명별 분류는 72년간 변화 없이 그 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편명별로 형량 지수의 평균 변화를 측정

하고, 1년에 평균 형량 지수가 일정 수준108) 이상인 경우를 추출하여 형

Birkland(1998)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108) 그러나 형량 지수의 상승 폭에 대한 기준이 임의적라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



- 157 -

량 수준 변화의 원인을 역추적하 다.

  먼저 연구방법에서 설명하 듯이 자유형과 벌금형의 값을 환산한 형벌 

지수를 각 규정별로 도출하고, 이 규정별 형벌 지수를 편명 분류별로 평

균하여 편명별 형벌 지수를 도출한다. 데이터에 한 검색을 통해 이러

한 편명별 형벌 지수가 2 이상, 즉, 평균 2년의 징역만큼 상승한 경우를 

도출하 다. 이는 총 6개의 경우에 해당한다. 더 많은 사례의 분석을 위

해 편명별 형벌 지수가 1.5 이상인 경우를 추가 검색했다. 그 결과 추가

로 6개 사례를 더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러한 

총 12개 사례에 해서 어떤 형벌 규정이 입법되었는지, 왜 그러한 변화

가 촉발되었는지를 추적 조사했다.

<표 Ⅳ-12> 형벌지수가 1년간 1.5 이상 높아진 편(분야)과 연도

주: 음영은 형벌지수 변화가 2 이상인 경우

해서는 ‘검토’에서 논하겠다.

편명 1년간 형벌지수 변화 연도 규정 수

전기·가스 2.1 1995 43

주택·건축·도로

1.5 1970 21

4.9 1995 29

1.9 2016 66

수자원·토지·건설업 3.9 1995 66

공업소유권 2.6 2019 38

교육·학술 1.5 1997 49

재정·경제일반 1.7 1966 32

국가공무원 2.4 1980 3

과학·기술 2.1 1969 13

담배·인삼 1.5 197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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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목‧건설업 분야 사례

<그림 Ⅳ-14>  토목‧건설에 관한 제32, 34, 35편의 변화 추세

주: 각 급등 사례가 과연 해당 연도에 전반적인 입법이 많았기 때문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
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한 반사실(counter-factual)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모든 편명별 형벌지수의 추세를 시각화한 결과를 포함하였다. 
다른 편에서는 1970년, 1995년 및 2015년에서 이러한 급변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는 가설 2에서 예측한 바가 상당히 명확한 패턴으로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 32편 전기·가스, 34편 주택·건축·도로, 35편 수자

원·토지·건설업에서의 반복되는 계단식 형량 증가는 이동규, 박형준, 

양고운(2011)이 관찰한 재난 및 사고에 기반한 입법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의 형량 증가는 1970년에 발생

된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1995년 32편 전기·가

스, 34편 주택·건축·도로, 35편 수자원·토지·건설업 분야의 동시다

발적인 형벌 규정 신설 및 형량 증가는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

교 붕괴 참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의 엄벌주의 경향은 매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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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서 앞서 전체 평균 형벌 지수 분석에서도 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당시의 연속된 참사가 건설관련 법률의 형벌 규정에 미친 뚜렷한 향력

은 선행연구인 김두얼·김원종(2019: 79-80)에서도 지적되었다. 

  다른 연도의 추세와 다르게 특이한 사례로서 2016년 건축법 개정에 

의한 형량 변화는 인접한 사건‧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

괴사고 20주기를 기념하여 제출된 김상희의원 표발의 건축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해당 법률안에서는 2013년

부터 2015년 사이에 일어난 건축물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들을 언급

하고 있으며109),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히 형벌 규정상의 벌금

형 규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이 아니라 1년당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을 담고 있다. 비일상적 법률 규정 입법을 위한 주의 집중은 반드시 실

제 일어난 주목 사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념일과 같

은 상징적인 계기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2019년 공업소유권편 사례

  제30편 공업소유권 분야는 특허와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 법

률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업소유권 편 형량의 2019년의 단절적 급상승 

현상은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

지법’)｣ 상 업비  유출 행위에 한 여러 개의 벌칙 규정의 법정형 

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비 을 외국에 누설하는 산업스파이 행

위에 한 동법 제18조제1항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벌금

액의 경우 무려 14억원이 한 번에 증액된 것이다. 2019년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업비  탈취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폭 상향되었

다. 외국으로의 업비  누설이 1997년 동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

109) [1915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2015년 6월 29일은 1,445명
의 사상자 및 실종자와 2,700여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임. 대참
사가 발생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8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
명 사망), 담양 펜션 화재(4명 사망)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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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던 것이 15년 이하의 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것은 상당한 형벌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Ⅳ-15> 제30편 공업소유권 분야 형량 지수 변화 추세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한 2018~2019년의 법제 의사결정 사례는 

일견 가설2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무거

운 형벌 규정은 비일상적 법률 규정으로서 그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가설을 세웠는데, 2019년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특별한 주의 집중 없이 루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련된 

증거를 면 하게 살펴보면 이 법제 의사결정에서는 가설1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의 논리가 통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법안과 

의원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특허청장의 의견은 일치된 형태로서, 

관련 입법례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미 15

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즉, 종전의 선택을 답습하고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는 비쟁점 

사항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110) 이 개정안에 한 논의는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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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두 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졌으며, 벌금액의 상향에 

해서는 법안 원안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특허청장의 동의 

이외에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111)

  다만, 이 사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논문의 이론적 틀로 설명할 수 있

다. 동 선택의 의사결정 과정은 앞서 가설 1에 한 사례들과 유사하게 

일상적 법률 규정을 선택하는 루틴한 의사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인접한 

법률의 형벌규정과 형량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사결정의 이유로 

볼 때, ‘15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이 경우 의사결정자들에게 가설 

2가 적용되는 비일상적 법률 규정이 아니라 가설 1이 적용되는 일상적 

법률 규정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인접한 법률’이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말한다. 동법의 기술유출 방지 규제

는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과 접한 관계가 있다. 동일한 규제 

내용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 등 국가가 지정한 핵심 제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나머지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부가 지정한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에 해서 

강한 규제가 먼저 도입되었고, 뒤이어 나머지 분야에도 같은 규제를 도

입하는 의사결정은 크게 부담스럽거나 무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참고로 두 법 사이의 접한 관련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먼저 상향

된 법정형이 그 로 동일한 형태로 산업기술보호법에 쉽게 반 된 사례

에서도 드러난다. 즉, 현재 다루고 있는 사례와 반  방향의 법정형 답

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구 제2항)

110) 제36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18년11월27일)
◯수석전문위원 □□□ … 유사 입법례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높은 수준의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허청장 □□□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영업비  보호 강화

를 위해서 벌금액을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과 유사하게 바꾸는 것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1) 제36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18년1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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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제외한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한 법정형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례를 답습한 결과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개

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업비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한 벌칙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논거를 제시하 다. 이 사안은 차관의 동의와 특히 의

원들의 강한 공감 표시, 예를 들면 김성환 의원의“나쁜 짓은 막아야 

해”, 이훈 의원의 “갑시다” 등의 반응과 함께 쉽게 통과되었다.112)

  그렇다면 과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2019년 의사결

정을 쉽게 만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 상

향의 선행 의사결정에서는 가설 2에서 예측한 패턴이 나타났을까? 체

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의원의 주의를 집중하게 한 현저한 사

건을 계기로 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기술 유출에 한 형량 수준 상향

을 위한 법안은 2012년 7월에 당시 여당인 김도읍 의원과 당시 야당인 

박병석 의원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표발의했다.113) 두 법안은 모두 

제안이유에서 최근(2012년 7월) 발생한 ‘세계 최초의 55인치 TV용 유

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을 예시하여 정책문

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다. 

  형벌의 법정 형량을 폭 상향시키는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

례 법규범적 제약이 작동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해 5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박병석의원안과 김도읍의원안에 해 헌법상 원리에 반한다는 지

적이 나타났다. 전문위원은 처벌의 수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

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일표 

112) 2019년 7월 5일 제36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19년7월5일) 33쪽.
113) [19007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4인)
   [190053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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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114)은 “법조인 시각에서” 법규범적 제약을 바탕으로 이 법안에 반

의견을 표시했으며, 김상훈 의원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는 것은 무

리”라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들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확

인했다.115) 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안은 2015년이 될 때까지 심사가 보류

되었다. 2015년 11월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는 과도한 형량에 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술유출에 한 법

정형의 하한을 5년이나 7년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으로 하고 상한을 15

년 이하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116) 법규범적 제약을 반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에 해 후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 소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부분이 삭제되고 15년 이하의 

114) 소위원장이 법조인이었다는 것은 2019년 의사결정(이언주 의원)과 2016년 의사결정
(홍일표 의원)이 동일하다. 따라서 법조인 의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두 의사결정상의 차
이에 대한 관련 변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15) 제311회-지식경제소위제2차(2012년11월14일)
   ◯소위원장 홍일표 제가 법조인 시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원이 너무 약하게 운영해서 처벌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그런 취지는 옳다고 보고. 그렇다고 이걸 5년 이상, 7년 이
상 이렇게 해 놓으면 하한선이 작량감경이라고 그래서 2년 6개월 또는 3년 6개월로 딱 
고정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유출범죄가 항상 수십억짜리 기 ․기술유출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간
의 기술유출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야, 이런 것 가지고 3년 또는 2년 이렇게 하기는 너
무 가혹하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딱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판사들이 적
절한 양형을 하는 데 너무 제한이 될 수가 있지요.

   … 지경부가 노력을 해서 하면 양형기준이 바뀔 수 있으리라고 봐요. (중략)
   ◯소위원장 홍일표 그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

를 커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흔히 문제가 생기면 법 새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것도 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중략)

   ◯김상훈 위원 우선 지경부에서 이런 정도의 조치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형 부분은 기술유출범죄의 죄질에도 경중이 있을 거니까 하한을 두는 건 무리라고 하
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고.

116) 제337회-산업통상자원소위제3차(2015년11월2일) 
   ◯여상규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을 갑자기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형벌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고요. 과잉금지 원칙
에 위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다면 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도 다른 유사행위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엄하게 처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1항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항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이런 정도로 하면 충
분히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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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된다. 법제사

법위원회 전문위원은 3년 이상의 징역은 상해치사죄, 강간죄와 같이 매

우 제한적인 경우에 활용되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보고했고, 이러한 의견

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수용하 다.117) 

  산업기술보호법 의사결정 사례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법규범에 근

거한 반 의견 때문에 묻힌 법안이 특별히 식별 가능한 계기 없이 3년

이 지난 2015년에 논의가 재개되어 통과된 것이다. 한 가지 정황상의 

짐작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규제의 혜택을 

받는 정책고객이 확실한 법률이기 때문에 James Q. Wilson(1980)의 고

객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해 국회의원의 주의가 다시 집중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아래 표와 같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정한 일부 기술 및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규제의 편익이 소

수의 기업에 집중된 것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

수관계” 또는 “삼성보호법”이라는 용어로 산업기술보호법과 제조업 

기업 사이의 접한 이해관계가 지적되기도 한다.118) 반도체 생산 근

117) 제34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6년2월26일)
   ◯ 전문위원 □□□ 개정안은 해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하

한을 3년으로 하고 국내에서의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
하고 있어서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과 비교해 볼 때 상해치사죄의 하한이 3년, 강
간죄의 하한이 3년, 소요죄의 하한이 1년, 일반물건방화죄의 하한이 1년 등과 같이 동
일․유사한 형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법정형에 하한을 두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두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한을 정해 두기 때문에 기술의 정도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의 외적․내적 체계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 중 형의 하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산업부 
또 의원실과 논의를 했고 산업부는 법정형의 하한선을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해 왔습니
다. (중략)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 비해서 15년 이하로 상향은 했지만 거기에다 3년 이
상까지 하면 지나치게 과도한․과중한 법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수정의견이 좋
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또 정부도 동
의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건 역시 의결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20).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738302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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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 중 국회에서 2019년 8

월 여‧야 합의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를 신설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

한 “반올림” 사건에서도 관련된 기업의 기민한 ‘ 관업무’와 고객

정치의 정황이 관찰된다. 물론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익과 직결된 중  

사안이고, 특히 앞서 2019년 회의 중 김성환 의원이 “나쁜 짓은 막아

야 해”119)라고 발언한 것과 같이 기술 유출행위는 국민정서상 반감을 

불러오는 악질의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 집중의 계기 없이도 처벌 

지향적 입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표 Ⅳ-13>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

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핵심기술분야 현황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 철강 조선
10 2 3 9 9 8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5 7 4 4 7 3

   주. 위의 수는 예를 들면 “기술명: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같이 지정된 기술 분야의 수를 의미. 2021년 현재 총 71개
의 기술 지정.

     

검색)
119) 2019년 7월 5일 제36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19년7월5일)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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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97년 교육‧학술편 사례

<그림 Ⅳ-16> 교육‧학술 분야 형량 지수 변화 추세

  제16편 교육‧학술 분야에서 1997년 형량 수준의 상승은 당초 벌칙 규

정이 없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제6장 벌칙을 추가하면서 

후보자‧당선자에 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선거에 관련된 무거운 형

벌 규정을 거 추가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1996년까지 직선제에 의

하여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1996년 서울특별

시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가 6명의 교육위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의 ‘현금 살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비리 문

제가 이슈화되게 되었다.120) 같은 해에 검찰은 현직 전북교육감도 1992

년 교육감 선거 때 교육위원들에게 억 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수사결과

를 발표했다.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

들을 계기로 1997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하여 교육감 

선거는 교육위원이 아니라 학교운 위원회 선출 선거인단과 교육단체 추

천 교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개정 

법률안의 입법의도에는 이와 같은 선거 비리 이슈화가 반 되어 있

다.121) 선거에 한 형벌규정의 포함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

120) 조선일보, [교육위원] 서울 교육감선거 관련 금품수수 5명 영장, 1996.08.28. 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 특수부의 박주선 검사(전 국회의원)가 담당했다.

121) [15086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최근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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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와 같은 형벌 규정의 량 입법은 

일부 주의 집중에 의한 의식적인 의사결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 소수의 교육위원에 의하여 선거가 

이루어지던 제도가 학교운 위원회와 교육단체가 추천하는 다수의 선거

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면서 공직선거법에 있는 형벌 규정이 그 로 

이식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6) 1966년 재정·경제일반편 사례

  제19편 1966년 재정·경제일반 분야의 형량 수준 증가는 그 해에 제

정된 「외자도입법」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나타났다. 「외자도입법」에서는 인가된 차관의 목적과 다르게 이를 이

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22)에 처하도록 하는 등 외자도입과 기업

에 한 재분배에 관한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권자금의운

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 청구권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이를 해외 도피시키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국회를 현  국회에 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이 논문의 

이론적 틀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시의 의사결정자가 국회

의원이었는지, 경제기획원과 청와 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또한 

1966년 당시의 입법 관련 자료의 미비로 이 법률의 입법의도와 당시의 

주의 집중의 정황에 한 증거도 접근하기 어렵다. 다만, 1960년  외자

도입과 일 청구권 문제는 핵심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의사결정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 등 선출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자와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구성된 시·도별 선거인
단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는 등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에 있어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외 교육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2) 제53조 (동전) 정부지불보증을 받은 차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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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자도입은 핵심적 경제적 이익과 기업이라는 향력 있는 정책

고객과 관련되어 있고, 일 청구권 문제는 당시 중적인 한일협정 반

 운동을 부른 현저한 이슈 기 때문이다. 일청구권 자금의 유용에 

해 강력한 형벌을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중적 반  여론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이 사례에 한 평가는 관련 증거의 부족으로 유보적이다.

<그림 Ⅳ-17> 재정·경제일반 분야 형량 지수 변화 추세

      7) 측정상 문제로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마지막으로 제5편 국가공무원, 제18편 과학‧기술, 제22편 담배‧인삼 분

야의 경우 해당 편의 변화는 측정 방법상의 미비점에 의하여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해당 편에 속하는 법률 및 형벌 규정의 수가 지나치게 적

어서 규정 1건의 입법이 산술평균의 방법으로 도출되는 형량 지수를 민

감하게 변화시킨 경우이다. 

  먼저 1980년 국가공무원 편에서의 변화는 해당 편의 총 형벌 규정 수

가 3개인 가운데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 설치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법」을 제정하면서 비 엄수 위반에 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

했기 때문에 나타났다.123) 다음으로 1969년 과학‧기술편의 형량 수준 급

123)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3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이사항은, 이 법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직원법에는 비  엄수의 의무만 규정할 뿐 
이를 위반했을 때의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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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해당 편의 총 형벌 규정 수가 13개이고 부분 낮은 형량 수준이었

던 가운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앞두고 「원자력법」에 원자로 

파괴 행위에 한 사형 규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나타났다.124) 1972년 담

배‧인삼 분야의 급변 역시 해당 편의 형벌 규정 수가 9개인 가운데 「홍

삼전매법」을 제정하면서 홍삼 전매 규제를 위반한 자에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25) 

    마. 검토

  앞서 가설2에 관하여 형량이 높은 비일상적 규정은 형량이 낮은 일상

적 규정에 비하여 선택되기 어려우며, 선택되더라도 상당한 주의 집중의 

계기에 의하여 선택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해서 형벌 규정 입법의 총량

적 패턴과 형벌 규정의 급격한 엄정화 사례를 분석했다.

  총량 패턴에 한 분석 결과, 1년, 3년, 5년 이하의 징역 규정이 그보

다 더 무거운 법정형의 형벌 규정에 비하여 70년간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이상의 징역형, 무기징역 및 

사형에 해당하는 자유형은 상 적으로 입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높은 형량의 형벌 규정이 량으로 입법된 경우를 객관적 기

준에 의하여 찾아내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 결과 

가설 2와 이론적 틀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경

우에 여러 사례에서 주의 집중의 계기에 의한 국회의원의 의식적인 의사

결정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2019년의 공업소유권 편 형벌 엄정화 의

사결정에서는 법규범에 한 의식적 고려와 함께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

루어졌다. 

124) 원자력법 제34조 (원자로파괴) ①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있어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다. (생략)

125) 홍삼전매법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홍삼 및 홍삼제품 또는 그 유사품을 제조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삼종자, 홍삼 및 홍삼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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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사례로 볼 때는 중의 관심을 받는 현저한(salient) 사건이 

발생했거나 중요한 정권 차원의 어젠다와 직결되는 경우 비일상적 형벌 

규정을 량으로 입법할 만큼의 주의 집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 교와 같은 인명 피해가 막 한 형 참

사, 5명의 교육위원과 후보자가 동시에 구속된 교육감 선거 금품 살포 

사건, 규모 산업스파이 사건 등이 현저한 사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국가 시  외자도입과 청구권자금이라는 정권 차원의 핵심 목

표에 관련된 경우도 있었다. 추가로 공업소유권 편 사례에서는 강력한 

정책고객의 존재가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례 분석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발견하기도 했다. 「산업기

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사례에서 2019년 국회가 

벌금액 상한을 14억원 높이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자들이 이를 

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법제 실무자에 의존한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

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 의사결정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된 논리

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먼저 입법된 15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과 ‘법체

계상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규정의 일상

성과 비일상성 구분의 맥락 의존성이다.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

록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법규범적 제약이 존재하는 부담스

러운 의사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약의 존재는 선행 의사결정인 

산업기술보호법 사례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선행 의사결정에 뒤이어 유

사한 정책문제에 해 동일한 규정을 입법하는 상황에서는 15억원 이하

의 벌금 규정이 일상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행 법제 의사결정이라는 맥락이 법률 규정의 일상

성에 한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에 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벌 규정에 한 한국에서의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과 의식적 

의사결정은 모두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하여 낮은 수준의 형벌

이 습관적으로 늘어나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현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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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개별 입법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니며 일상적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 업 허가 위반에 한 1

년 이하의 징역 행정형벌 규정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았던 

‘타다’ 사례(김재윤, 2020a), 개인정보 가공에 한 형벌 규정 때문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활용이 미비했던 사례(강태욱, 2019), 의료기기법상 

형벌 규정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던 상온도측정기

계 사용상의 문제와 같은 사례, 외국환 거래법상의 형벌 규정에 의해 암

호화폐를 이용한 핀테크 스타트업 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한 

형사처벌 사례는 진입규제에 결부된 낮은 수준의 행정형벌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형벌에 한 의식적 의사결정은 부분 형량을 높이는 엄벌주의

(punitivism)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번 높아진 

형량이 낮아지는 방향으로의 계기적 입법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한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논의를 할 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형량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126)이 나온다. 또한 ‘미네르바’ 사건을 거치

면서 위헌(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

합) 전원재판부)으로 결정된 「정보통신기본법」상의 허위 통신 형벌 규

정(제47조제1항)과 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한 제2항은 결국 폐지하지 않았

다.127) 이는 앞서 가설1에 한 사례분석에서 확인한 선  입법자의 합

리적 의도 추정 경향성 및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과 그로 인한 책

126) 제371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19년11월14일) “김한정 의원: … 형사 처벌에 대한 규
정을 완화시켜 놓는다면 안전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지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대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개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27)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된 
부분)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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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회피 기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두 

기존의 형벌을 폐지하는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유지 편향을 불러오

는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법률 규정의 발명 1: 행정적‧재정적 제재

    가. 규정의 내용과 입법 패턴

  이 규정은 NATO의 정책수단 분류 중 A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등록금 상한제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교육

부가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규제-

유인 평면에 따르면 규제적 수단에 해당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규제의 

강제성 정도에 있어서 의무와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극단에 있는 수단보

다는 완화된 수단이다. 또한 등록금 상한제를 각 학에 권고하거나 재

량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0년 「고등교육법」 제11조 제9항으로 처음 입법되었

다. 규정에 따르면 학의 등록금은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로 인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학에 해 교육부

장관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128)고 한다.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라는 문구는 2011년 입법 이전에 다른 법률에서 찾을 수 

없다.129)

    나. 의사결정의 실제

  이 규정의 발명은 주의 집중이 최고조에 달하던 순간에 이루어졌다. 

동 규정의 입법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고 그와 함께 학 등

128)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⑧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
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29) 다만, 이러한 입법례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뒤에서 별도 
목차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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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의 집중의 순간에 이루어졌다. 2009

년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1월 31일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 2010년 1월 4일 통

령은 신년 연설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행을 약속했다.130) 이는 

‘반값등록금’의 통령 공약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여‧야의 합의에 따라 1월말에 법률을 처리하면 1학기

에는 장학금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여론이 격앙되기 

시작했다.131) 국회 회기 중이 아니었지만, 1월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원회는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은 우려와 달

리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면 1학기에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

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132)

130)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을 통해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이 교육개혁이 성공
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통령
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131) 연합뉴스. (2010).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2010.01.04.
     서울신문. (2010). 100만 대학생 학자금 어쩌나. 2010.01.05.
     연합뉴스. (2010). MB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무산 안타깝다" 2010.01.06.
     경향신문. (2010). 대학생들, 국회서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즉각 도입 호소. 2010.01.07.
      뉴시스. (2010). 야3당 교과위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도입" 정부에 요구. 2010.01.07.
     YTN. (2010).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무산...여야 '네탓' 공방. 2010.01.07.
     연합뉴스. (2010). 조순형 "대통령, 임시국회 소집해야". 2010.01.08.
     연합뉴스. (2010). 安교육 "취업후상환제, 내주 중반엔 처리해야". 2010.01.08..
132) 제285회-교육과학기술제5차 1월 8일
◯ 위원장 이종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로 12월 31일 새벽에 금년 1월 27일․28일 상임위를 열어서 등록금 금액 상한제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
냐라는 걱정스러운 보도를 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학부모님, 학생들, 신입생 될 분들
이 아주 관심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략) 

   오늘 이렇게 앞당겨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대체토론
하고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이것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연속해서 처리된다면 오
늘 그간의 우려와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이번 
1학기에도 당연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교과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만 해 주
신다면 충분히 1학기에도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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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순까지는 처리해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해진 시한 속에서 

국회는 전례 없을 정도의 주의 집중을 기울여 이 문제적 법률안을 10일

만에 처리해낸다.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에 한 하나의 리변수(proxy)

라고 할 수 있는 법안 심사에 투입된 시간이 기록적이다. 1월 8일 금요

일에 긴급 소집된 전체회의 이후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회의가 열렸

다. 특히 1월 11일 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정오까지 소위원회를 하고, 

법안의 문구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했

다.133)

<표 Ⅳ-14> 주의 집중의 대리변수: 법안 심사에 투입된 시간

  의사결정은 타협과 정치적 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당 입장에

서는 2010년도 1학기 시작 전에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취업 후 

학자금 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야당 소속의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야당측 간사가 해당 법률의 통과와 등록금 상한제를 세트로 통과시키자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 이 부분은 회의록과 공식 기록이 없다. 저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입법조사관

으로서 이 과정에 모두 참여했음을 밝힌다.

날짜 회의 회의시간 비고

1월 8일 (금) 5차 전체회의 14:17-16:39 언론 언급

1월 9일 (토) 4차 소위 16:28-17:07

1월 10일 (일) 5차 소위 15:22-19:29

1월 11일 (월) 6차 소위 14:19-23:59

1월 12일 (화) 7차 소위
00:00-00:02

13:54-14:14

비공식 회의

(00:02-06:00)

1월 13일 (수) 8차 소위 22:14-23:04 여야 견해차

로 개의 연기1월 13일 (수) 6차 전체회의 23:47-23:59

1월 14일 (목) 7차 전체회의 00:00-02:50 안가결

1월 18일 (월) 법제사법위원회 09:12-10:26 수정가결

1월 18일 (월) 본회의
원 포인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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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안한 것이었고, 이를 여당에서 수용한 것이다. 또한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자체는 재정적인 여건 상 학의 등록금이 너무 빠르게 오를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학

자금 상환제도는 이슈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물가상승률에 연

동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 규제에 학이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제재’의 규정이 발명되게 되었다.

  야당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법률상 의무사항, 즉, ‘하여야 한

다.’로 규정하고 싶어한 반면, 여당에서는 강제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 다. 결국 타협책으로서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의 중간에 해

당하는 규제로서,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타협은 1월 12일 비공식 회의석

상에서 이루어졌다. 기록된 회의록에서도 이러한 비공식 회의에서의 합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 회의 후 열린 공식 회의석상에서 박

아 의원이 이 규정에 해서 위헌론을 제기하자,134) 이에 해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이 “처음에는 이게 야당에서는 ‘두어야 한다’ 이런 강

제규정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박 아 위원님께서 …”이라고 발언했고, 

김진표 의원도 “박 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

금 느슨하게 해 놓은 겁니다.”라고 비공식 회의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양 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재확인했다.135)

  그러나 이후에도 박 아 의원은 계속 합의된 문구에 해서 비판했다. 

이를 “과도한 금지라고 생각하고 학이 글로벌시 에 발전하게 하는 

데 상당히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위원회와 비공식회의에 참

134) 제285회국회(임시회) 교육과학기술소위원회 제8차 회의 2010.1.13. 
   ◯박영아 위원 여기 잠깐만요. (중략) 어떻게 보면 그런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등

록금을 불가피하게 올렸고 그 구성원들도 합의한 건데 여기에다가 교과부장관이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잉금지 내지는 과잉처벌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135) 박영아 의원이 이와 같이 비공식/공식 회의간 다른 태도를 보여준 것이 의도한 전략
인지 또는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 추측해 보면 사립대학교 교수 출신으로서 박영아 의
원이 사립대학교 단체 등 이익집단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발언의 내용에 대한 시비가 벌어질 정도로 이 사안은 복잡하면서 높은 
주의 집중 및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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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지 않았던 최재성 의원도 ‘행정적‧재정적 제재’는 문구가 명확하

지가 않아서 제재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하 다.136)

  한편,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그랬지만, 이 건 의사결정은 다른 규

정의 문구까지도 국회의원이 직접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한 결과물로서 

강한 주의 집중의 증거가 보인다.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 상한 배수를 

1.2배로 할지, 1.5배로 할지 등을 두고도 격론이 이루어졌다.137)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의 상이 ‘사립 학’으

로 되어 있던 부분을 ‘ 학’으로 변경하는 두 글자 제외의 의사결정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138) 

    다. 검토

  이 사례의 의사결정 상황과 과정은 가설 2의 예측과 잘 부합한다. 

‘행정적․재정적 제재’ 규정은 입법례가 없는 비일상적 법률 규정이었

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1학기 시행이라는 시간제약, 여론의 격앙, 통

령 공약 사항, 야당의 핵심 과제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높은 주의 

집중이 일어나게 되었다. 심사 과정에 한 검토를 통해 이 규정의 발명

136) 제285회국회(임시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7차 회의 2010.1.14. 00:00 개의
  ◯최재성 위원  ... 그런 것을 어겼을 때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립대학이 

85%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사립대학에 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제재의 내용
이 무엇인지, 따라서 그것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숙제
로 남고 있습니다. 

   ◯박영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그 대학의 의사결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등록금 인상 상한제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것을 직전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5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초과했을 때는 교과부가 행․재정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금지라고 생각하고 대학이 글로벌시대에 발전하게 하는 데 
상당히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 법이 만약에 
이 상태로 통과하게 된다면 대학의 구성원들은 이 제도를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교과부에서도……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등록금 인상
을 등록금산정심의위원회가 혹시 결정하게 되더라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시고 불필요
한 행․재정적 제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137) 제285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소위 제8차 회의록
138) 제28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이주영 위원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왜 5항에 가서 행․재정
적 불이익의 규정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게 좀 의문이에
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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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회의원 스스로에 의해 높은 수준의 의식적 의사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을 한자 한자 철저한 정치적 격론 끝에 고심해서 만들어 

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원하는 규제 수준에 한 중간지점을 정치적 

타협으로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사례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은 법률 규정 발명 이후의 경로이다. 입

법례 발생 때문에 법률 규정의 비일상성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는 경로가 나타났다. 비록 추가적인 입법례가 발생한 경우는 없지만, 법

률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교육기관에 해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안은 그 뒤로 계속 발의된다. 기숙사비를 과다하게 책

정하는 경우(의안번호 2007246), 전년도 추정결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의안번호 2004627),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의안번호 2006951, 1900203), 학평가가 미진한 경우 (의안번호 

1910421),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경우 (의안번호 

1906304), 기성회 회계의 지출항목에 제한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

우 (의안번호 1813646) 등에 해서 ‘행정적․재정적 제재’의 문구를 

그 로 사용한 제재조항을 두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행정적․재정적 제재’라는 규정은 교육분야에

서만 가용한 입법례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139) 사립학교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 기관들이 많

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의 직

업능력개발기관 등이 그것이다. 이 기관들에 해서 의무를 부과할 때 

위반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예정하는 입법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독 ‘행정적․재정적 제재’라는 문구를 답습하는 법안은 교육위원회에

서만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접 분야로의 입법례 전이 현상은 앞서 분

석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유’ 입법례가 방송통신 분야에서만 확산

되었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이런 사정을 미루어서 추론해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률 규

정 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최 의 의식적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139) 전체 법률과 법안에 대한 텍스트 검사 결과 이러한 입법례의 분포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과 법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178 -

만, 이미 만들어진 입법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루틴한 의사결정이

라는 가설1과 2의 조합을 적용해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행정적․재정

적 제재’가 교육기관에만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2011년 이후 이것이 확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익숙하고 인접한, 즉, 가용한(available) 입법례를 손에 집히는 

로 사용하는 법제 의사결정의 조직 루틴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

한다.

    라. 추가 검토: ‘행정적‧재정적 제재’는 새로운 규정인가?

  이 장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완전히 새로운 규정은 아니었

고, 유사한 규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 유래를 검토하고자 

한다. 비록 이와 완벽히 동일한 규정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반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선행 입법례

가 현재 기준으로 189건으로 많이 존재한다.140) 그런데 급부적 행정을 

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같이 추상적이고 명확하

지 않은 규정을 하는 것은 법규범상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요건을 ‘제재’에 부가하는 경우에는 앞서 최재성 의원이 회

의석상에서 지적했듯이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여야의 들어오는 차를 좁히고 타

협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제안했다. 현  입법

에서 이처럼 정부가 등록금 등에 해서 규제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

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 것은 분명 법규범상 타당하거나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것으

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방식의 법제이다. 

  한 가지 실마리로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제1

140)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
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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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

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

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한 차

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2004년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타협안으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제시하면서는 내심

으로는 이러한 정원규제, 신입생 모집 정지, 국가장학금 차별 및 보조금 

축소 등의 조치를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더 구체화된 관련 입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적‧재
정적 제재라는 다소 위헌의 위험을 동반한 법규이정 제안되고 채택된 것

은 당시 의사결정상 갈등이 심각했고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된다. 신호입법 및 상징입법에 관한 Katzmann(1989) 및 홍준형

(2020)에서의 주장과 같이,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의 국회의 입법은 타협

의 어려움 때문에 불명확해지거나 모호해지기 쉽다. 만약 당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법의 입법례와 같이 등록금 상한제 규제에 따

르지 않은 사립학교에 한 실효성 담보수단의 구체적인 목록을 회의 석

상에서 꺼냈으면, 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는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에 해

서 확실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목차에서 확실한 결론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법률 문구는 당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비록 문구는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의 발명이 아니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논문

의 주안점은 법규의 기능 및 법리가 아니라 법제이다. 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구가 다르더라도 기능이 유사하면 이는 같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법제 실무의 관점에서는 문구가 다르면 다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적 법 해석의 관점에서는 법률은 

문구와 관계 없이 해석 결과 도출되는 실질적 의미와 기능이 중요하겠으

나, 입법에서 법제를 하는 관점에서는 구체적 문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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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법률 규정의 발명 2: 직접지출 규정

    가. 규정의 내용과 선택 패턴

  직접지출 규정이란 법률에 명시적으로 예산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

한 규정을 말한다. 이는 NATO 중 T에 해당한다. 이 규정이 다른 재정

에 관한 법률 규정과 구별되는 점은 그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보

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로 재량적 형태로 규정되며, 부담금은 조세

와 유사하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직접지출 규정은 규정하는 순간 해당하는 예산액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처음으로 「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과 제5조

의2제1항으로 입법되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해

서 현금성 소득보조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직접지출 규정은 기초연금

법 이전에는 입법례가 없다. 이에 더하여 법규범적으로도 예산 사업의 

지출액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은 법률과 예산을 분리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산 비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141) 일례로 국회

가 만약 모든 사업에 해서 예산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시작한

다면, 정부의 예산 편성은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예산금액을 옮겨적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경우 헌법에서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다’는 부분

은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입법에서 이러한 규정의 

사용이 자제됐던 것이고 전례가 없었다.

<표 Ⅳ-15> 기초연금법의 직접지출 규정

141)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옥동석(2004), 이창수, 예승우(2012) 등 참조.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

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

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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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사결정의 실제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을 개편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선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분석할 2018년의 의사결정은 2017년 19

 선 공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19  통령 선거 주요 정당142) 

통령 선거 후보는 공통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017년에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

“기초연금에 해서는 사실은 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라서 특별하게 

이것을 반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분도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안 계세요.” 143) 

  2018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었으므로,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인상할 것

인지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법은 정부 제출 

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법률안에 의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 중 정

부안과 박광온의원안, 김승희의원안은 직접지출 규정을 제안했으며, 나

머지 5개 의원 발의안에서는 법률에서 이를 직접 정하지 말고 국민연금 

A급여 값(‘A값’)에 연동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표 Ⅳ-16> 기초연금 급여 인상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14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143) 제354회-보건복지소위제4차(2017년11월22일) 

구분 기준연금액 직접지출 여부 

현행(2107년) 2017년 20만 6,050원 ×

정부안

박광온 의원안
2018년 25만원 ◯

김승희 의원안 2018년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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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⅔ × 국민연금A급여)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11.

  그런데 기초연금의 금액은 여당과 정부 내에서는 이미 통령 선거 과

정에서 의사결정이 초벌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다. 새로 당선된 통령

의 선 공약은 25만원, 30만원으로의 단계적 인상이었고, 이런 공약을 

충실히 반 하여 정부안으로 20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법안 발의 이후 2017년 12월 2018년

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기초연금의 인상을 

2018년 9월로 미루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한 

심사는 상임위에서 2018년 2월 논의하기 전 이미 입법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2018년 9월에 기준연금 25만원 인상을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었다.

  이처럼 특정 시점에 기준연금이 정해진 액수로 꼭 확정되어야 하는 상

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재량이나 산식에 의하여 기준연금액을 

정해지도록 하는 모험을 하기보다, 전례는 없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인 금

액과 지급 시작일을 직접 규정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서 관련 소위원회 회의 과정이나 체계 자구 심사 과정

에서 2018년 9월에 25만원의 기준연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

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쟁점이 된 사항은 2021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한 사항일 뿐이었다. 

오제세 의원안

A값의 15%

(2017년 기준 32만 6,472원)
×

김광수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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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토

  이 사례도 가설2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갖췄다. 이 규정의 선택에 한 

주의 집중의 정도는 매우 높았다. 직접지출이라는 비일상적인 수단을 최

초로 선택하게 된 점도 이에 부합한다. 그런데 의식적인 의사결정의 구

체적 모습은 앞선 행정적‧재정적 제재의 사유와는 다르다. 이 결정은 정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임위원회

에서는 그 문구나 규정의 선택에 해서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정치적 수사로서 공약은 단순명료해야 한다. 기초연금액이 정확히 얼

마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25만원, 

30만원과 같은 특정 금액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법률 규정 선

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규범상 표준적이고 문제가 없는 방식인 ‘A 

값의 몇 배’ 와 같은 산식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상황의 특수성과 높은 주의 집중 수준에서 직접지출이라는 새

로운 법률 규정이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률 규정의 발명 다음이다. 이 규정의 특징은 금액과 연도의 

특정성이다. 법문의 구조상 이 규정은 매년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표

와 같이 2018년의 의사결정 이후 매년 이 법 규정이 개정될 수밖에 없

었다. 이 문제에 한 최초의 입법 의사결정이, 후  국회의원들의 회소

한 주의 자원을 계속 소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Ⅳ-17>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 직접지출 규정의 개정 소요

법 개정 시기 기간 규정 기준연금액 규정

2018.3 2018년
25만원

2019.1 해당 연도 3월~ 다음해 4월

2020.1 2021년 1~12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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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법적 정책의사결정의 문제점이라

고 지적되었던 문제를 재확인한 것이다. Mettler(2016)의 표현으로는 이

는 미래의 정책 유지보수 여력(maintenance capacity)을 소모시키는 결

정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제 때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해 결정을 못 

하면, 예기치 않게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물가상승에 의해 실질적으로 줄

어들게 되는 정책표류(policy drift)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다(Hacker, 

2004). 법경제학 문헌에서는 유사한 현상을 ‘땜질식 입법(patchwork 

lawmaking)’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Fagan & Levmore, 2017: 

12-14). 물가나 경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순환 주기에 따라 법률도 바뀌

어야 하는데, 입법자들은 자주 최종적인 해결책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

만을 해결하는 부분적 해결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문제 해결

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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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3: 법률 규정의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이 장은 어떤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의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한 의사결정 역시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과 의식적 의사결정

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3을 검정하기 위한 사례분석이다. 

  이 분석의 관건은 같은 법률 규정인데 시기에 따라 속성이 변화하는 

사례를 발굴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면 앞서 분석한 형벌 규정의 경우에는 형량이 높은 경우에

는 비일상적, 낮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것으로 분류가 가능할 뿐이지, 결

코 같은 수준의 형벌 규정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일상적/비일상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드물게도 동태적인 

규정 속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를 자세

히 분석하게 되었다.

  검토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속성은 총 두 번 변한 것으로 보인

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우나 건국 직후 륙법적 법규범이 정립되기 

이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일상적 법률 규정으로서 큰 반  없이 일

상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다가 점차 륙법적 민‧형사 책임의 

분리와 실손해 전보라는 법규범이 한국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비일상적 법률 규정으로서, 즉,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

는 정책 수단으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런데 2011년의 극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 입법례 발생을 기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점차 사

용하기 힘든 규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설1에서 검토한 몇백 개 단위로 입법된 완전한 

정도의 일상적 규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일상성의 속성은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두 번의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 변화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2011년의 입법례 발생을 전후로 나타난 금

지와 유행의 패턴에 해 의사결정의 실제를 분석한다. 둘째, 1949년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입법한 과거의 의사결정과 2011



- 186 -

년과 그 직전의 금지 법규범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비교한다. 

  가설 3은 가설 1과 가설 2를 조합하여 연역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론

적 관점에서 새로운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 규정의 일

상성과 비일상성 속성은 변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변화가 의사결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례 분석의 의의가 될 것이다. 

이에 첫째, 가설이 예측하는 법률 규정 입법 결정의 경로가 실제 나타나는

지, 둘째, 2011년의 입법이 가설 2에 따른 계기적인 주의 집중에 의했는

지, 셋째, 1949년의 의사결정과 2011년 전후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다른지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2000년 이후

    가. 규정의 내용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란 특별법에 의해 특수한 분야에서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

을 말한다. 연혁적으로는 본래적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또는 exemplary damages)은 입법에 의해서 도입되는 정책수

단이라기 보다는 국과 미국의 커먼로(common law) 전통에서 선례를 

통해 발전해 온 사법제도 다(박창석, 2013). 물론 국과 미국 등의 법

률 체계에서도 불문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이 제도를 변용하여 입법을 통

해 특별한 분야에 도입하는 입법례가 상당히 존재한다(정 수, 2005; 김

재국, 1995). 이렇게 성문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이루어질 

때는 주로 법률 규정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배수 한도를 2배 또는 3

배 등과 같이 정하는 배액 배상(multiple damages)의 형태로 입법이 이

루어졌다. 또는 소액다수의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에 해서는 손해

를 입은 자에 해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을 법률로 정한 법정 배

상(statutory damages)의 제도도 입법을 통해 발전되었다(김태선, 

2014). 이처럼 미법에서 커먼로의 전통에서 판례를 통해 오랫동안 진

화해 온 제도를 먼저 입법을 통해 성문법으로 수용했고, 이러한 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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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례를 원용하여 한국에 맞는 형태로 조정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존재하는 특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모든 입법례는 3배액배상(treble 

damages)의 형태로 입법되어 있다.144) 다만, 손해배상의 요건에 있어서

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규정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법으로 한국 민법의 원칙에 반하는 초과 손해배상에 한 특칙

을 정하는 것은 사법(司法) 정책이기 때문에, NATO의 분류에 따르면 정

부의 정책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Salamon(2002)은 한 챕터

를 할애하여 손해배상을 정책수단으로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법학적 

전통에서 정책수단론을 논한 Kelsen(1941)과 Summers(1971)는 손해배

상을 중요한 사회적 기술(social technique)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은 전통적 손해배상의 사적 주체간 이해관계 조정뿐만 아

니라 처벌적, 규제적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형벌이나 규제조치

와 마찬가지로 NATO의 A 분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한 법규범적 제약의 내용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해서는 법학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이 규정에 한 법규범적 제약의 내

용 그 자체이며, 제도의 기능과 한계, 그리고 그 선택의 논리에 해당하므

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론, 징벌적 손

해배상에 한 법체계와 헌법원칙에 따른 검토, 그리고 종합적인 찬반논쟁

과 그 논쟁의 시 적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144) 실질적인 의미에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손해배상규정은 3배액 배상 규정 외에
도 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가령 소송에서 인정된 채권에 대하여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도 실질적 의미에서 광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가15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가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가진다”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례는 3배액 배상의 선행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제 의사결정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
렵고 따라서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
에 아래에서는 이 입법례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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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규범적 제약이 무엇인지, 그 선택의 논리는 무엇

인지에 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기능에 한 법

학적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으로는 징벌 

기능, 억지 기능, 법준수(enforcement) 기능, 전보적 기능 및 사회적 배

상기능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각 기능별로 이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

상의 효용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한 논쟁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징벌 기능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는 기능으로서, 형벌

의 응보적 기능에 유사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건으로서 악의적

인 행위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는 부분과도 관계된다. 이 기능만

을 놓고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벌과 중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에 해서 민사법과 형사법의 륙법적 준별에 어긋난 문제적 제도라거

나,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었다는 비판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 기능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벌어지는 불

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합리적인 법인

이나 개인의 기  이익을 줄임으로써 불법행위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인으로서는 제조물 결함이나 환경 오염, 안전 사고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최적의 주의 수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억

지 기능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양한 억지 수단들 사이에서의 

선택 관계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김재중, 2006; 김차동, 2016). 

즉,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와 형벌 수단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억

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도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

적 억지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공정거래 규제에서는 이미 과징금과 형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과잉억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타나게 된다(홍 식, 2015; 신 수, 2017). 경제행위 

위축에 해 우려를 표하는 선행연구들도 이 과잉억지의 위험성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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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진성, 2018). 이와 반 로 억지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9배 또는 10배의 배액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

한다(김차동, 2016; 이점인, 2017; 이창현, 2019; 정하명, 2020)145).

  다음으로, 법준수기능은 적정한 수준의 법 순응(compliance)을 불러

오는 기능을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실손해액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일종

의 사적 법 집행을 위한 유인(incentive) 또는 현상금(bounty)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 행정적 제재와 형사 제재는 정부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노력을 통해 공적으로 집행되는데, 이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

의 사적인 노력을 통해 적발되고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즉, 법제

도의 공적 집행과 비되는 사적 집행의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공적 집행체계가 공고한 분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

입하면 과잉집행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한국과 유럽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강한 공적 집행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하게 될 경우 과잉집행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홍 식, 2015). 또한 남소의 

가능성을 논하는 견해(이진성, 2018)들도 사적인 법준수기능에 한 우

려에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은 역시 손해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보적 기

능이 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이 그 손해를 보상받는 기능을 말

한다.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 중 증명된 실손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보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미국 불법행위법 체계에서는 소송비용, 불

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

해배상 금액은 전보적 기능을 한다는 논의도 있다(윤정환, 1999, 김정

환, 2019).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 등에 한 전보로서 위

자료 제도가 이미 있고, 미국에서도 소송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한 인

정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 이해는 적절하

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김재중, 2006). 다만, 지식재산권 분야를 논할 

145) 이 중 이점인 교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민법을 개정해서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
상을 도입하는 주장을 2006년에 했으므로, 입장의 전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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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그 

누락된 일실이익 등을 배액배상으로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배상분에 해서도 전보적 기능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다(이우

석, 2014; 이규호, 2019). 한편, 손해배상액에 한 한국 법원의 낮은 

인정 문제를 3배액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전보적 

기능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 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비판도 있다(김두얼, 2014). 손해액 인정의 문제는 한국 특유의 무형

적·정신적 손해에 한 위자료를 상향하고 소송비용 보전을 실질화하는 

등 전보배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입장도 같은 취지이다(김태선, 2010; 김정환, 2019).

  간혹 징벌적 배상금 중 일부를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하는 제도를 고려하면서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회적 배상기능이라고 

개념화하는 연구도 있다(박창석, 2013). 그러나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 자체의 고유 기능이라기보다는 미국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초과 배상분을 다른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서 공공기금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부가적 제도의 기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한

국에는 이와 같은 초과 배상분 적립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사회적 배

상기능을 인정하게 될 경우, 승소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 약해지

기 때문에 사적 집행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과징금을 통한 불법한 

이득의 회수와 사회적 배상기능의 중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제

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의도 있다(신

수, 2010).

      2) 법체계와 위헌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에 한 논의는 이 규정에 한 찬반 

논의의 일부분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 문제에 해서는 제도의 기능과 

관계 없는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 

논쟁은 앞의 기능론과 다르다. 기능론은 정책학적 정책수단론에서 도구

주의적 패러다임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법체계나 위헌에 관한 논의



- 191 -

는 순수하게 법학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누군가를 처벌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지하며, 

정부가 잡아내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사적 주체들이 적발하도록 촉진하

며, 피해자가 추가배상금을 얻어내게 하는 것은 모두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 그 자체의 존

재가 한국 법률의 연혁이나 체계에 부정합하거나 제도적 조화를 깨뜨리

거나, 헌법이나 민사법상의 법률 체계의 근본 원칙에 반한다라는 종류의 

주장은 이러한 정책수단론의 패러다임에 포섭시키기 어렵다.146)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 종합적인 논의 정리를 한 논문으로서 사법정

책연구원의 김정환(2019)의 연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

상을 도입하기 전까지 논의되었던 표적인 찬성 및 반 론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중 찬성은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예상되는 효과에 관한 

기능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있는 반면, 반  입장은 기존의 억지 수단

의 활용 가능성과 과잉억지의 우려를 제외하면 주로 법리에 근거하여 논지

를 펴고 있다. 

<표 Ⅳ-18>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전 찬반 논거 분해: 기능론 vs. 법리

146) 물론 이중처벌의 우려와 같이 두 논의가 혼재된 경우도 있다. 이중처벌의 금지는 효
과성 관점에서 과잉억제의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헌법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이
중처벌 금지, 일사부재리와 같은 법체계적 문제도 혼재되어 있다.

분류 주장 소분류 분류

찬성

기존의 손해배상제도로는 피해자의 구

제에 충실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불법행
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음

징벌 기능

억지 기능

기능론

형사적 제재는 그 성격상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형벌을 부과하기에 적절

하지 않은 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제재로 기능할 

수 있음

억지 기능

공적인 제재만으로는 현 사회에서의 

각종 권리침해 현상에 하여 적절히 
집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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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2019: 177)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 주요 찬반 논거를 분해해본 결과 기능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법체계론과 위헌론이다. 먼저 법체계론은 한국의 

법이 륙법계라고 하는 법의 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

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세계의 법 체계는 국에서 발원하여 연방 국

가와 미국 등에서 발전한 미법계 또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와, 

로마법을 모체로 하여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륙법계 또는 시민

법(civil law) 체계로 나뉜다. 두 개의 다른 법체계에서는 구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법원(source)을 예로 들면 보통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륙법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된다. 사법절

차에 있어서도 디스커버리나 배심원 제도 등을 보통법의 요소로 설명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편의상의 유형론이며 특히 제도의 이

식과 벤치마킹이 많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추세상으로는 구분이 모호해지

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보통법의 근원인 국 역시 EU체계를 거치

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범자의 법준수를 유도함으로 결과적

으로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

반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법계에서 판례

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음
법체계론

법리
민사와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전보배상

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음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

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소지
위헌론

악의적 불법행위에 한 억지는 기존의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음 억지 기능

집행 기능
기능론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한 부담

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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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방 해진 성문법 체계를 갖게 되었다(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2013). 

  법체계론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제도로서 륙법계에 속하는 한국에는 부정합한 제도이다. 륙법계 민

법에서는 손해배상에서 실제 손해액만을 인정하는 전보배상의 일반원칙

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정하고 있는 실

손해를 넘는 추가 배상액은 륙법적 민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한 

체계론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정해상(2004)의 논의가 있다. 그

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불완전한 법리”에 근거하고 있는

데, 이는 “ 미법제의 형성과정이 체계적으로 법적 사고에 기초한 과정

이 아니라는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것이다(정해상, 2004: 253).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초과적인 부당이득을 얻도록 

합리화시켜주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정해상, 2004: 250-251). 

그 외에도 륙법계 법체계로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정해상, 2004; 배 헌, 2005; 이민 , 2005; 김태

선, 2010; 김천수, 2011).

  또한 법률행위에 한 책임에 있어서 륙법계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

책임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원칙도 중요한 논거로 쓰인다. 예를 들면 민

사책임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게 원칙인데, 형사책임은 이를 구

분한다. 어떤 일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의 경우 민사책임은 

없으나 형사책임은 질 수 있다. 또한 책임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사책임

은 금전을 부과하지만 형사책임에 따르면 사형과 징역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배해상은 이러한 륙범적인 이분법에 맞지 않

는 이물질이다. 고의와 중과실, 또는 악의적 행위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

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 법규범적 제약으로 작용한 위헌론은 헌

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논의이다.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이중처벌 금지의 원

칙을 위반한다고 지적되어 왔다(황찬현, 1999; 김태선, 2010;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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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물론 이러한 법체계론과 위헌론에 해서 선행연구에서 많은 반론이 

있었다. 법체계론에 해서는 역사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분리는 설계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오문완, 2002), 민형사책임의 교착은 

큰 흐름으로서 한국의 법의식에도 잘 맞는다는 주장(함 주, 2003), 민

형사책임의 엄격한 분리는 근  독일 입법자들의 의도적 설계의 결과니

며 민사에서 징벌적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오래된 로마법과 독일법 전통

의 부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지윤, 2011), 독일법에서도 인격권 침해와 

고용상 성별 차별에 해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기능을 인정

하고 있다는 주장(장재옥, 이은옥, 2015), 륙법적 준별론과 전보적 손

해배상 원리에 한 고수는 “법의 형식이라는 덫에 빠진 형상(윤석찬, 

2017)”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반 론을 펴는 경우에도 민형사책임

의 분리라는 논거는 타당한 것 같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고세일, 2014). 

위헌론에 해서도 이종구(2015), 김용훈(2020) 등에서 반론이 제기되기

도 했다. 

      3) 찬반 양론의 시 적 흐름과 입법례의 향

  그런데 이러한 찬반 양론의 흐름에는 시 에 따른 경향성이 존재한다, 

첫 입법례가 발생한 2011년까지는 반 론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했고, 

또한 반 론의 주요 논거에 법체계론과 위헌론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2011년 이후부터는 찬성론

에 해당하는 논문이 더 많이 나타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효과적으

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제 정비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경향이 생겼다. 

일례로 이재목(2018)은 이 논의는 이미 이론적 논쟁의 틀을 벗어나 입법

정책의 문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 론의 경우에도 법체계나 

위헌론보다는 기능론과 효과성에 기반한 논의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

다. 주요 논문 검색에 의하여 수집한 결과147)에 따르면 2011년까지 게재

147) KCI와 구글스칼라, dbpia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총 61
개 논문을 수집하였다. 검색에 의한 선행연구 분석이므로 누락이 있을 수 있다. 단, 사
법부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각종 협회 등 이익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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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문은 찬성 12건 반  10건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명백한 반 의사를 표시한 논문은 3건이며 법제 정비나 운용 개선에 관

한 논문이 8건, 그리고 40건의 논문은 제도의 확  등을 주장한 찬성 

입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이후의 반  입장으로 보이는 3건의 

논문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미 존재하는 과징금과 형벌, 그

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공적 집행체계와 중복되는 과잉억지 및 과

잉집행의 기능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김현수, 2013; 홍 식, 2015; 신

수; 2017). 참고로 2011년까지의 논문과 2012년부터의 논문의 찬성/

반 /기타의 입장의 차이에 한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 p-value는 

0.00007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한편, 입법례 등장 전후의 패턴 

차이를 가중시키는 ‘유보, 운용합리화’의 범주를 제외한 뒤의 카이 제

곱 추정의 p-value는 0.00287, Fisher의 정확 검정의 p-value는 

0.00411로서 모두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다.148)

<표 Ⅳ-19>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선행연구 수집, 검토 결과(입장별)

2011년까지 2012년부터 합계
반 10 3 13

유보, 운용합리화 0 8 8
찬성 12 28 40
합계 22 39 61

<표 Ⅳ-20>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선행연구 수집, 검토 결과(분야별)

분야 일반 IP 공정거래 환경 PL 개인정보 소비자 기타

개수 30 9 6 5 4 2 2 3

주: IP는 지식재산권, PL은 제조물 책임법을 말함.

학술지 게재 논문만을 정리한 결과이다. 찬성과 반대의 구별은 연구자의 질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148) odds ratio는 7.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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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선행연구 수집, 검토 결과(전체 논문)

  

분야 논문 입장 분류 논문 입장
일반 윤정환(1992) 찬성 IP 윤기승(2014) 찬성
일반 김재국(1996) 찬성 IP 이병남(2014) 찬성
일반 윤정환(1999) 찬성 IP 이우석(2014) 찬성
일반 황찬현(1999) 반 공정거래 이은경(2014) 찬성
노동 오문완(2002) 찬성 환경 봉 준(2014) 찬성
IP 육소 (2002) 반 일반 김태선(2014) 유보
일반 함 주(2003) 찬성 일반 고세일(2014) 반
일반 정해상(2004) 반 개인정보 이종구(2015) 찬성

IP 배상철(2005) 찬성 일반
장재옥, 이은옥

(2015)
찬성

개인정보 이민 (2005) 반 일반 엄동섭(2015) 운용
공정거래 김동훈(2005) 찬성 공정거래 홍 식(2015) 반

IP 배 헌(2005) 반 환경
이근 , 임학상

(2015)
찬성

일반 김재중(2006) 찬성 일반 김차동(2016) 찬성
일반 이점인(2006) 찬성 일반 김명엽(2016) 찬성
일반 박종렬(2007) 찬성 일반 이점인(2017) 찬성
언론 김재현(2007) 반 일반 한태일(2017) 유보

일반
김상찬, 이충은

(2009)
찬성 공정거래 신 수(2017) 반

일반 권 준(2009) 반 PL 윤석찬(2017) 찬성
일반 김태선(2010) 반 PL 이경규(2017) 찬성

공정거래 신 수(2010) 반 일반 김성호(2017) 찬성
일반 최정학(2010) 찬성 일반 이진성(2018) 유보
일반 이지윤(2011) 찬성 일반 이재목(2018) 운용
일반 김천수(2011) 반 소비자 김태선(2018) 찬성
IP 권인희(2012) 찬성 IP 나강(2019) 찬성

공정거래
황정미, 

최준선(2012)
찬성 PL 이창현(2019) 찬성

소비자 김현수(2013) 찬성 일반
사법정책연구원

(2019)
운용

환경 박창석(2013) 찬성 IP 이규호(2019) 찬성
환경 배병호(2013) 찬성 PL 정하명(2020) 찬성
일반 윤석찬(2013) 찬성 일반 김용훈(2020) 찬성

환경 최현태(2013) 찬성 젠더
박귀천, 김미

(2020)
찬성

일반 정하명(2013)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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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의 존재 여부는 법규범적 제약에도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법률 규정의 일상성을 결정하는 입법례와 법규범적 제약이

라는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입법례의 유무가 게

재 논문상의 찬성과 반 의 비율과 채택 논거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

인다. 법체계론과 위헌론은 첫 입법례를 기점으로 힘을 잃은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선행 입법례가 없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논지(육소 , 

2002), 하도급법 입법이 “정서적인 저항감”을 줄여주었다거나 이제 

개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배병

호, 2013; 신 수, 2017)는 입법례가 법규범에 향을 주어 법률 규정 

입법의 의사결정에 다시 향을 주는 경로의 관계를 시사한다.

    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입법 패턴과 의사결정의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첫 

입법례 등장한 이후 <그림 Ⅳ-18>과 같이 2014년의 2차 입법과 기간제

법 입법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 다. 

<그림 Ⅳ-18>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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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추이

연

번

도입 

연도

분

야
법률 조문 적용 상 불법행위

1

2011

경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35 기술유용행위

2013
§35 (확

)
불공정거래행위

2 2014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②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한 차별적 처우

3 2015
개인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②

개인신용정보 누설,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4 2015
개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39 ③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5 2015 경쟁
리점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34 ②

공급업자의 리점에 한 

불공정거래행위

6 2016
개인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32 ②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7 2017
소비

자
제조물 책임법 §3 ②

알면서도 제조물결함에 해 

미조치한 경우 

8 2017 경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37- 2 

②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한 불공정거래행위

9 2017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법 §29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

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0 2018 환경 환경보건법 §19 ② 환경보건피해

11 2018 경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56 ③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사

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12 2018 경쟁

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2 

②

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한 불공정거래행위

13 2019 IP 특허법 §128 ⑧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

해

14 2019 기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

한 법률

§34-2 

②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에 

한 불공정거래행위

15 2019 경쟁
·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

§40-2 

②

수탁기업이 신고 등을 이유

로 위탁기업에 불이익을 준 

경우

16 2019 IP
부정경쟁방지 및 업

비 보호에 관한 법률

§ 1 4 - 2 

⑥
업비  침해행위

17 2019 IP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2 

②
산업기술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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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17번의 의사결정을 나열식이 아니라 이론적 틀에 따라 분

해하여 검토한다. 1) 먼저 각 의사결정별로 주의 집중의 계기가 있었는

지를 검토하고, 2) 실제 의사결정이 루틴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의식적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주의 집중의 계기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 과정 중 제도 도입 초반에는 모두 주의 집중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사건이나 정치적 동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총선과 선이 있었고,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추진이라는 정치적 어젠다가 존재했다. 2014년에는 신용카

드 3사의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졌으며,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의 드라이브는 하도급법, 기간제법 및 그 밖에 공정거래분야 법률의 통

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향을 미쳤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물 책임법과 환경보건법 입법에 향을 미쳤다. 그런

데 2017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9년 지식재산권 분야의 3  입법인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

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및 기타 분야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한 입법에 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동력이나 사건과 같은 주의 

집중의 계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차례 로 분석한다.

  2011년의 첫 입법은 여당과 야당의 일치된 견해에 의하여 정치적 의

사결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10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에 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김기현 의원 표발의)을 발의했다. 정부에서는 

2010년 국무총리에 임명된 정운찬 총리를 중심으로 동반성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동반성장’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이

명박 통령이 광우병 사태 이후 지지율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중도’로 분류되었던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고 당정이 모두 임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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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개혁 정책에 관심을 보이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기상으로는 국

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시점이기도 했다. 

  이 법의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3배액 배상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

상법리상의 법규범적 제약은 중점적인 논의 사항이 아니었다. 물론 법무

부는 민사법상의 법리 문제를 제기하 다.149) 법무부의 논거는 법체계론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론적 논거는 한 차례 전문위원

이 이를 독했을 뿐, 더 이상 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그 신 

기능론적 입장에서 3배 배상을 규정할 경우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에 

한 논의는 있었다. 전경련은 이러한 우려에서 3배 배상에 해 반

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위원은 다른 요건은 제외하고 기술유용에 해서만 제한적으로 3배

액 배상을 도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하 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통적으로는 진보 정당의 아젠다 다. 그런데 

2011년에는 보수 여당에서 당정의 일치된 견해로 이 법률의 통과를 추

진했다. 이에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의사결정자들이 이를 반 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 법규범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

한 정치적 원동력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2011년의 입법이 바로 해당 법률 규정의 유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유행한 것은 2013년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상 배액배상 상의 확  입법과 2014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터 다. 이 두 입법 역

시 2011년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2012년 통령 선거를 앞두

고 출범한 20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당론으로 거의 동시에 경쟁적

으로 발의된 것이다. 당시 두 정당에서는 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2011년 민주통합당

에서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2012년 새누리당에서는 

149) 제298회-정무소위제4차(2011년3월10일) “전문위원 □□□: 법무부는 김기현 의원안, 
박선숙 의원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실
손해액 배상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민법의 일반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고, 실손
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서 가해자한테 가혹하고요. 거액의 배상금 지급
을 기대한 남소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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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조직하 다. 19  국회가 2012년 6월 개원한 직

후 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0명이 징벌적 손해배상 상을 늘리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한구 당시 원내 표 등 새누리당 의원 28명이 당

론으로 비정규직 차별 행위에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통령 당선 이후 이 법안들은 여당 입장에서도 선공략으로서 통과시켜

야 하는 정략적 안건이 된 것이다.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4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유

출된 데이터 건수로는 1억 400만여건, 피해자 수는 최소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신용카드 회사의 표가 모

두 사퇴하 으며 후속 입법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150)

은 같은 해 2월에 발의되어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발의자인 강기정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자신의 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안건의 처리는 뒤로 렸

으나151), 결국 2015년 1월에 통과되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폐 

손상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초음파방식 가습기를 통

해 기화하면 폐에 구적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음 드러

났다.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은 2016년 1월 정부의 피

해접수가 종결된 직후인 1월, 2월 KBS 소비자리포트와 3월 JTBC 뉴스

룸의 탐사보도가 계기가 되었다. 당시 피해접수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문

제로 지적되었다. 이어 4월 28일에는 검찰에서 최초로 제조업체인 세퓨

의 표를 소환조사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증폭된 동 이슈는 2016

150) [1909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8인)
151) 제324회-정무제2차(2014년5월1일) 강기정 의원: 입증책임 전환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이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3배 징벌적 손해배상만 합의되고 
나머지는 정부가 반대한 이유로 다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처럼 대규모 개인정
보 유출이 됐을 때 손해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입증책임도 금융회사가 져야 된
다라는 이런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어떤 대원칙이 빠져 있어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매우 부족하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런 제기가 벌
써 언론에 오늘도 여러 곳에 실려 있고요. (중략)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속 
소위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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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에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어 국정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로 부상되기 되었다. 이러한 이슈화의 시기별 변

화는 <그림 Ⅳ-19>와 같이 네이버 트렌드 검색 데이터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림 Ⅳ-19> 네이버 ‘가습기 살균제’ 검색어 트렌드(2016년)

주: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는 2016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한다. 따라서 2016년 이전에 있었
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대중적 관심의 계량화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구글 트렌드의 경우 한국어 사용자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에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거나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이 2016년 5월을 시작으로 여러 건 발의되었으며, 

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정부 출범 직후인 이듬해 3월에 이 법이 통

과되었다.152)

152) [200004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20006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20014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39인)
[200104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200350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200130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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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결정의 실제

  먼저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법제 지원조직의 견해가 2011년을 기점으

로 달라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 전문위원의 실무적 의견은 2011년 

이전까지는 항상 법리적 이유로 부정적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011년 이전에 발의된 17 , 18  국회에서의 징벌적 손해

배상에 한 법률안에 한 검토보고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체계론과 위헌

론에 근거하여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53)

  그런데 2011년 입법 이후 이러한 입장에 점진적 변화가 보인다. 단적

으로 2013년 통과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확 에 한 

법률안들에 한 공통 검토보고서에서는 법체계론에 근거한 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오랜 입법논의 끝에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입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봄.”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정무위원회, 2012: 18). 

  상당한 입법례가 생긴 이후인 2016년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상의 징벌

적 손해배상 도입 법안에 한 검토보고에서는 법체계론에 해당하는 

륙법적 민형사법 구분이나 전보배상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검토의

견 자체가 사라졌다.154)

  의사결정자인 국회의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태도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11년과 2013년의 하도급 입법은 양당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이에 해서 부

작용에 한 논쟁은 있었지만, 법체계론과 같은 법리 논쟁은 거의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2014년의 기간제법에 해서는 법리적인 제약과 선행 입법례가 

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등 10인) 제안일 : 
2009.02.0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의원등 22인) 제안일 : 2011.07.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등 18인) 제안일 : 2008.12.3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등 37인) 제안일 : 2005.09.2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현애자의원 외 16인) 제안일 : 

2004.07.19.
15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6호)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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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향을 미쳤다. 당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당시 여당 원내

표인 이한구 의원의 원안 그 로 피해액의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

상을 규정하 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김진태 의

원의 지적과 전문위원의 법리에 한 조언을 바탕으로 이를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 다. 10배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는 점을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이 먼저 지적했고, 이어서 소위원회에

서 전문위원의 조언에 따라 이를 3배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법체계론이 논거로 등장한다,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와 같이 보고하고 있

다.155) 이 때 이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 것은 의원들이 체로 공유하

고 있었던 법규범적인 인식과 입법례의 존재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소

155) 제32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4년2월24일)
◯전문위원 □□□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

다만 하도급법에서 3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3배까지를 하도급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전문위원 □□□ 지금 그래서 그것 외에는 특별한 전례도 없고 기준으로 삼을 만한 건 

없습니다.
◯전문위원 □□□ 그다음 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

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공서양속
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조건 많은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굳이 유사한 사례라면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상에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
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춘석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3배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우
리 전문위원은 3배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내시면……

◯김진태 위원 이걸 제가 당초에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문제
가 있지만 3배 정도라고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중략)
◯서영교 위원 하여간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소위원장 이춘석 그냥 일단 통과하고 제가 깨지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 3배로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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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서 교 의원도 3배로 수정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동의 

했으며, 10배를 3배로 줄이는 데에는 유일한 입법례인 하도급법이 근거

가 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법체계론에 근거한 반 의견이 정부에서 나타나기도 한

다. 2014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의 법체

계론에 근거한 반 의견을 전달하다가 의원들에게 질책을 당한다. 강기

정 의원은 “여보세요 법무부 차관이세요?”라든가 “알아서 하세요”

와 같은 거친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어서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한

다.156) 이 논의 과정에서도 하도급법의 입법례는 상당히 권위 있는 근거

로서 계속 언급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전히 법체계론에 의한 법규범적 

제약이 법제 의사결정의 논의를 계속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7) 이

러한 법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을 정무위 소위원장은 “징벌적 손

해배상에 걸려 가지고 꼼짝 못해서 못 가고 다시 넘어온 것이거든.”이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나타나던 법규

범적 제약과 주의 집중의 모습158)은 2016년 이후로는 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입법된 「제조물책임법」까지는 법무부가 법체

계론에 기반한 반 의견을 서면으로라도 낸 것을 볼 수 있으나159), 2017

156) 제322회-정무소위제1차(2014년2월21일)
◯이상직 의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법에 그렇게 1년 동안 싸워 가지고 통과됐는데 

박민식 간사님한테 그것 고맙게 생각해요. 이것을 금융위에서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되
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찬우 아니요, 법무부가 그렇게 반대를 하면 같은 행정부 내에서 
같이 중첩되는 부분은……

◯강기정 위원 여보세요, 법무부차관이세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두들겨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심사 참여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강기정 위원 퇴장)”

157) 제324회-정무소위제1차(2014년4월23일)
◯소위원장 김용태 잠깐만요, 제가 박대동 위원님한테 죄송하고 강석훈 위원님한테 좀 죄

송한데 지금 이 논의가 2월 달에 한 바퀴 싹 완전히 돌았어요. 금융위원회는 이것보다 
훨씬 약화된 안을 처음에 갖고 오셨고 그래서 계속 조율 조율해서 2월 달에 사실은 방
망이를 쳐 보려고 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려 가지고 꼼짝 못해서 못 가고 다시 넘
어온 것이거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보완들이 계속되어 왔던 상황들인데요.

158) 예를 들면 치열한 법리적 논쟁과 여러 차례의 회의, 정당간 협상 및 국회의원의 이석
이나 고성 등이 주의 집중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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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사례부터는 아예 이와 

같은 반 의견 자체가 서면으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해당 회의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없다.160) 

  2017년 「공익신고자보호법」, 2019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형적인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이 관찰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통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고, 정부가 동의하며, 다른 의원들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동의하여 

그 로 입법하는 절차를 거쳤다.161)16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징벌적 손

159) 제349회-정무소위제4차(2017년2월24일) 전문위원 □□□: 다음 23면입니다. 제조업
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할 경우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밑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
무부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60) 2017년 2월 21일, 24일 3월 22일, 3월 23일, 7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11월 28일과 29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서도 논의되었다. 

161) 제36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18년12월5일)
◯전문위원 □□□: 다음은 140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
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계열화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을 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140페이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
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논의를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총 
2개네요. 7쪽은 현행, 74쪽에 있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살처분 명령 근거 신설 불수용 
이렇게 2건에 집중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회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정부가 2개 정도 의견을 근거 있게 말씀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5항까지 7건의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이거 조금 남았는데 깔끔하게 마저 종료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시면 어
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62) 제354회-정무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전문위원 □□□  2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

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라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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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이 통과하는 데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통과에는 평화로운 기운마저 엿보인

다. 특히 회의 과정에서 “이거 조금 남았는데 깔끔하게 마저 종료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소위원장의 발언은 이전의 징벌

적 손해배상 법제 과정에서 보기 힘든 수롭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2019년에 패키지로 입법된 지식재산권에 한 3개 법률안에 해서도 

유사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회의 석상의 모두가 이 법률안에 해서 

우호적인 가운데163), 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지적되어

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자구를 다듬는 심사가 진행되었

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입법에) 매우 강

력하게 찬성합니다.”라는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표현하기도 하 다. 상

임위원회에서의 걱정과 다르게 이 사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주 

간단한 자구 수정을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의견 로 수행하고, 구체적 내

용에 한 논의 없이 이를 통과시켰다.164)

    라. 검토

  이 사례에서는 가설1과 가설2의 양상이 시간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나

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공중의 분노를 불러오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서 징

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정당화시켜주고 정치적으로 주의 집중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입법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165) 이러한 계기적 입법이 일어났을 때의 논의는 법규범에 의

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 저희들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

해배상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3) 제36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18년11월27일)
◯특허청장 □□□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

적 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히 찬성합니다.
164) 제364회-법제사법제9차(2018년12월5일)
165) 같은 취지로 김태선(2018: 133)은 성공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에는 “강력한 입법 동

력이 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과 환경보건
법 개정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개인정보 분야 3개 규정의 입법은 2014년 신용카
드 3사의 개인신용정보 대량유출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하도급법의 경우에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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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이 상당 부분 작용했고, 의원들이 높은 주의 집중 상태에서 의사결

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가설 2의 계기에 의한 비일상적 법

률 규정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특별한 주의 집중의 계기가 없더라도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이 입법되고 있으며, 특히 그 의사결정의 실제를 살펴보면 거의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등 이 사안이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전환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가설 1에 따른 일상적 법률 규정에 한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사례의 주안점은 그렇다면 이 가설 1과 2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어

떤 일이 일어나느냐이다. 2011년의 첫 입법례의 등장만으로 이 법률 규정

이 바로 일상적 규정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건의 입법례가 생기면

서 비로소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입법례의 등장은 법규범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례

와 법규범의 두 요인은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입법례 발생 이후 

법학적 논의의 흐름이 변화했다. 국회와 정부의 관료들도 입법례가 누적되

면서 점점 법체계론에 근거한 조언을 하기를 그만두었다. 입법례의 발생이 

법률 규정의 일상성 속성 획득을 통해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나타나

는 경로 외에도, 입법례의 발생이 법규범의 변화를 촉발시켜 이를 통해 법

률 규정의 일상성 속성 획득을 통한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경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화
두가 된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김태선, 2018: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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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선행입법례 → 법규범적 제약’ 경로의 확인

  그렇다면 <그림 Ⅳ-20>과 같이 발견된 입법례의 발생을 통한 법규범

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논문의 이러한 관

점에 해 한 현직 법조인은 “(어떤 규정의) 합헌/위헌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그전에 입법이 확  시행

되어 하나의 법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합헌 판단을 사실상 선취한 것과 

같은 양태를 보이는 듯하다(사견).”는 커멘트를 하기도 했다. 이는 일

견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를 이 논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법규범

은 법 문화와 관련이 깊고, 법 문화를 형성하는 법조인들은 국회 입법을 

중요한 정책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법례 발생이 법규

범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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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49년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사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찾기 위해 개발한 정보추출 알고리즘을 징벌

적 손해배상의 첫 입법례 발생 시기로 알려진 2011년 이전의 데이터에 

해서도 적용해보면, 놀랍게도 1949년부터 관련된 입법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166) 확인 결과 이는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 정말 존재했

던 입법례 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 법규범 분석을 위해 메

타 분석한 61건의 논문에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

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바로 이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으나, 한국 측에서는 그러한 입법

의 전례가 없으며 륙법적 손해배상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를 수용하지 않았다(Lee, 2015: 374). 학계에서 「상표법」의 연혁을 제

로 알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답변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 논문에

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발굴한 1949년 「상표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

상(배액배상) 입법례는 모두에게, 또는 적어도 법학계 내에서만이라도 

잊힌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설 3을 시험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동일한 법률 규정에 해

서 다른 법규범을 처치하고 어떻게 선택이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1949년의 법 제정과 개정, 폐지 당시 징벌적 손해배

상에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타났을까? 동일한 법률 규정에 해서 

다른 법규범을 가지고 있었던 1949년과 2011년의 의사결정은 과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는 1949년과 2011년이라는 다른 맥락을 유사한 

정책의사결정에 처방했을 때 그 맥락 변수가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관

찰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접근 가능한 사료를 동원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166) 「상표법」 제30조 ③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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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949년 「상표법」 제정의 의사결정

  연원을 따져보면 1949년 「상표법」상 배액배상 제도는 미국 상표법

인 Lanham act에 있는 3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의도적으로 이

식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수입을 주도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특허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변리사로서 1946년부터 1947년까지 한국 특허원에 한 자

문역으로 근무한 Siggers(1948; 1955)는 한국의 「상표법」이 미국 

Lanham act를 모델로 하여 입법되었다고 증언한다. 당시 「특허법」은 

군정법령으로서 제정되어 있었으나,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조선

총독부령을 의용하고 있어 문제라는 한국 특허원의 인식이 있었다고 증

언하고 있다. Siggers에 따르면 당시 한국 특허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제

도의 운 에 있어 식민지의 흔적을 지우고 “미국의 방식(American 

way)”을 따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Siggers는 

어를 잘 몰랐던 이 원장(“Mr. Lee, Commissioner of patents”167)) 

신 어를 잘했던 특허원의 차순  담당관168)을 통해 Lanham act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했다. 후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원 내에서 토

론과 초안 작업이 이루어졌다. 1947년 당시에 고려되던 초안에는 집합 

상표 등의 내용이 없는 등 미국 상표법보다 단순화된 측면이 있으나, 기

본적 구조는 미국 Lanham act를 그 로 따랐다고 한다. 그리고 이 초

안이 1949년 「상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169) 

  후속 논문에서 Siggers(1955)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정된 상표법을 

퇴임 후 미국 Yale 학에 유학 온 차순  전 특허국장을 통해 완벽한 

어본으로 입수했음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 그는 1949년 제정 한국 

「상표법」의 내용을 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한국 기록에 따른 

167) 이채호 초대 특허원장이자 상공부 산하에 설치된 특허국의 초대 국장을 지칭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168) 후일 1954년 상공부 산하 특허국의 제3대 국장을 역임했다.
169) 이 외에도 Siggers는 미국 1909년 저작권법을 토대로 한국 저작권법 초안을 만들어

서 전해주었으나, 이는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1957년이 
되어서야 입법되었으며, 그 내용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거리가 있다. 참고로 Siggers에 
따르면 또 다른 지식재산권 법인 군정법령 특허법은 1946년 한 미군정 장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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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상표법」 그 로이다. 그리고 Siggers(1955)는 문제의 제30조를 

정확히 “3배액배상(treble damages)”을 규정한 조항으로 설명하고 있

다. 참고로 Lanham act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1946년 7월 5일이

다. Siggers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46년 11월이다. Siggers는 미국에

서도 상당히 새로운 법률인 Lanham act를 한국에 바로 전해준 셈이 되

는 것이다. 

  한편, Siggers가 귀국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차순  국장이 이를 직접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차순  국장이 유학 중 한국 「상표법」에 관

하여 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상표법」은 차순  국장이 미국 상표

법(Lanham act)과 독일 상표법을 참고하여 직접 초안을 작성했다(Cha, 

1956: 70).170) Siggers가 법무부에 제출한 상표법 초안은 미군정에서 바

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미군정은 내용의 보완을 위해 Lobingier 판

사171)에게 한국의 상표법 초안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미군정이 종료하게 된다. 차순  국장은 한국 정부 수

립과 특허국 설립 후 Siggers와 Lobingier의 작업을 참고하여 법 성안 

작업을 했다(Cha, 1956: 70).

  차순  국장이 작성한 정부 제출 상표법안172)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폐

기되고, 국회에서 마련한 안으로 수정되어 통과된다. 이 과정은 자료 

원본이 소실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산업위원장이 제안한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인 제30조를 설

명하고 있다.173)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해당 법안에서 주요 골자로 적

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회를 거치는 국회의원이 그 사실을 인지

하 으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개연성 높은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반 하지 않고 그

170) “I drafted the Korean Trade Mark Law on a basis of the German 
Trademark Law and the Lanham Act from an independent standpoint.”

171) 이 논문에서는 Judge Lobinger라고 쓰고 있으나, 이는 Lobingier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Charles S. Lobingier는 당시 은퇴한 원로 판사로, 미군정 자문역이었다.

172) [010087] 상표법안(정부) 1949-04-08 제안,
173) “5. 등록상표권리인의 보호를 위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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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법하 다.

    나. 개정 및 폐지 의사결정

  이후 문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1962년 전부개정을 통해 제37조

로 조문 위치만 이동되었다. 1962년의 법개정은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

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의 논의

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세한 근거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1962년 의

결된 전부개정안 의안 원문의 ‘주요골자’에서는 손해배상 규정에 해

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174) 이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초기 제정 의도 

그 로 상표법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법」 제37조는 결국 1990년 「상표법」 전부개

정을 할 때 삭제되었다.175) 1990년 전부개정 당시, 상공부가 작성한 경

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서의 법안 초안176)에는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그 로 존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삭제 필요성을 포함하

여 손해배상의 문제에 해서는 한변리사협회가 주최한 공청회177)에서

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178)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삭제는 「상표법 전부개정안」에 한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결정되었다.179) <그림 Ⅳ-21>과 같이 당시 법

제처 심사자료에 따르면 손해배상 규정인 제67조에 이미 3배액 배상이 

없는 채로 초안을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7조에 해서는 

다른 규정과 다르게 이를 수기로 다시 쓴 흔적이 기록보존되어 있다. 이

는 법제처에서 당시 손해배상 규정을 유심히 심사하 고, 의도를 가지고 

조문을 정비했다는 정황을 시사한다.

174) [AA0553] 상표법중개정법률안(내각)
175) [130689] 상표법개정법률안(정부)
176)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89, 관리번호 BA0000242
177) 대한변리사회, 상표법 개정 공청회 공술내용 요약, 1989.
178) 변리사들이 주로 공술인으로 참여했는데, 손해배상은 변리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도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179)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총무01601-1657), 1989,10.28, 관리번호 BA0085153, 

pp.56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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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상표법 전부개정안(1990년) 법제처 보존 자료

자료: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총무01601-1657), 1989,10.28, 관리번호 BA00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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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국회는 이 규정의 폐지에 해 의식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사결정은 법제처 공무원들에 의하여 실무적으

로 이루어져 정부 법률안에 반 되었다. 그리고 국회 회의 과정에서는 

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수정되었는지에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180) 이 규정에 한 국회의 주의 집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

국 수집한 자료를 종합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삭제는 최고 의

사결정자들이 의식적으로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제처 법

제관들이 실무적으로 결정한 결과가 은연중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

다.

    다. 법규범적 제약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1980년 까지 일상적인 법률 

규정으로서 수롭지 않게 취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용한 공식 입법자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법리적 문제

를 지적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입 당시는 물론 이 규정을 존치한 

1962년 「상표법」 전부개정, 이 규정을 삭제한 1990년 「상표법」 전

부개정까지 가용한 모든 공식적인 입법 논의자료에서 배액배상 제도를 

법리적으로 문제시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당시 「상표법」에 한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규정

을 설명하고 있다(이수웅, 1981: 566).

“이 규정에 관하여 상표권자가 때로는 자기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를 초과

해서 청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에 법

원은 손해를 과다하게 산정할 때도 있다.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

원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해석은 배

액배상 규정이 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는 취지에 집중

180) 제147회국회-상공제11차(1989년11워21일)
     제147회국회-상공제12차(1989년11워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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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이수웅, 1981: 566; 이수웅, 1983: 339; 김관형, 1988: 

179-180; 남계 , 本渡諒一, 1984: 166). 이러한 설명은 현 적인 징벌

적 손해배상 규정에 한 이해와 반 되는 것이다. 현 의 입법자들과 

법해석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배상액을 높여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에 한 사적 집행력과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80년  교과서에서는 이 규정이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증거로 판례가 있다. 1971년에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인정된 실손해액을 넘는 배액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서

울고등법원 1971. 10. 27. 선고 70나2817 판결). 원고는 500만원의 배

상금과 사과광고 게재를 청구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해서 200

만원의 배상금과 사과광고 게재를 주문했다. <표 Ⅳ-23>와 같이, 이 

200만원은 유사상표를 이용한 판매로부터 추정된 137만원의 이익에 

해 3배액배상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 13만원의 초과 배상을 더하고 신용 

손실에 따른 손해액 50만원을 더한 것이다. 민법의 실손배상의 원칙

을 어기고,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 배상을 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배액배상에 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67.12.15.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1968.4.30.까지 137일간 

137,000켜레의 운동화를 제조하여 위 유사상표를 첩용판매함으로서 도

합 1,3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나 위 인정과 같은 피고

의 침해행위기간 위 유사상품의 사용, 종목, 수량등을 참작하면 상표법 

제30조 3항의 범위내에서 그 배상액은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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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서울고등법원 1971. 10. 27. 선고 70나2817 판결 판례에 의한 

배액배상 내역

분류 배상금

피고의 유사상표 판매 이익(실손 부분) 137만원

초과 배상(9.5% 증액) 13만원

신용 손실에 한 배상분 50만원

합계 200만원

    

    라. 검토

  여러 증거로 미루어봤을 때, 1949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을 통

해 도입하는 것은 법규범상 크게 어렵거나 무리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2년에 「상표법」 전부개정을 할 때도, 이 법에 한 1970

년  판사들의 해석도, 이 법에 한 1980년  교과서들의 입장도, 

1990년에 이에 한 한변리사회 공청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할 때

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크게 문제없는 법률 규정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 규정의 도입과 폐지는 모두 실무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국회의원의 의식적 의사결정의 흔적은 없다. 

  이는 2011년과 그 이후의 여러 차례의 입법에서 고강도의 주의 집중 

속에서 ‘법체계론’이라는 법규범적 제약과 싸워가며 국회의원들이 격

론 끝에 힘겹게 의사결정을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증

거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례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위해서 상당한 국회의

원의 주의 집중과 의식적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단지 징

벌적 손해배상 규정이어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한 금지적인 법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전문가 집

단 및 학계가 공유하는 규범과 신념이 법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 것

이다.

  이 사례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법규범’ 또는 법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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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법도그마틱’181)의 상 성과 가변성을 보여주는 점에서도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를 협상할 때 협상 조건의 불리함을 초래

하면서도 법체계적 이유 때문에 법학자들의 일치단결된 결사 반 를 통

해 「상표법」에 3배액 배상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상표

법」에는 이미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법을 모델로 한 3배액 배상 

규정이 있었고 이 사실을 모두 다 잊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이다. 그리고 결국 2020년 한국 국회는 「상표법」에 3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발적으로 도입했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초석을 닦았던 건

국 시기의 특허 공무원들은 일제 식민지 제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미국

식 제도(“American way”)를 구축하기를 원했는데, 후 의 법제처 법

제관들이 이를 다시 륙법 체계로 돌려놓은 것 또한 역사적 아이러니

다.

  이러한 개별 법률 규정에 한 법제 의사결정은 효과성의 논리와는 큰 

관련이 없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적절성’은 시 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선

택 당시에는 적절성의 논리에 기댄 선택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

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상표법」에 징벌적 손

해배상 규정을 입법하는 문제에 한 1949년, 1962년의 입법 결정과 

1970년 의 손해배상 판결, 1980년 까지의 지식재산권 교과서의 서술, 

1989년의 해당 조항 폐지 의사결정, 2000년 의 한미 FTA 체결 시점에

서의 법학자들의 결사반 ,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과 투쟁, 그리고 2020년 모든 의원들과 특허

청장의 적극적 동의 속에서 이루어진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재

도입의 역사를 조망해보면, 21세기 초에 격렬하게 일어났던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에 한 금지적 법규범의 덧없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2000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정책목표를 이루

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그 규정 자체가 상징으로서 

181) 박정훈(1999)에 따르면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은 “현행법하에서 문제된 사안 
또는 사안유형에 타당한 법명제를 정립하고 근거부여함으로써 실정법을 인식하는 체계
적·계획적 지적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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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민주

화의 상징으로, 누군가에게는 반기업정서의 상징으로, 누군가에게는 

륙법적 민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문난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 것

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지하게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

로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까지

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정책수단으로서 결국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

성했는지에 한 실증 평가가 전무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182) 

182)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초과 배상이 인정된 사건의 수가 드물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김정환, 2019), 이러한 실현된 판결에 대한 단순 관찰로는 
이 정책의 진정한 순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판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변화시켰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입법에 대한 엄
한 방법론에 따른 정책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이슈성과 정치
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엄 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슈가 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단기간
에 경쟁적으로 복수의 연구자들이 정책평가를 내놓는 것과 비교하면(2021년 2월 한국
경제학회 참고), 도입된 지 10년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정책평가가 없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예산과 법률은 모두 정책을 표현하는 여러 방
법 중 하나일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정책평가의 분
야별 불균형 현상은 기형적이다. 법제의 문제를 다루지만 정책효과성의 논리에 관심이 
적은 한국 법학의 특성과, 역시 법제의 문제를 탐구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한국 정책학
의 학문적 경계선의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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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검토: 법제 의사결정에서 정부의 역할

  이 논문에서는 법제 의사결정의 주체를 ‘국회’로 두고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가설을 도출하여 사례 분석을 했다. 이론적 틀에 따르면 의사

결정 조직으로서 국회에는 최고 의사결정자인 국회의원이 있고183), 그 

나머지는 추상적인 ‘법제 지원조직’으로 개념화하 다. ‘법제 지원조

직’에는 분명 여러 주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이론적 틀에 집중하기 위해 다소 단순화

를 한 측면이 있다. 

  이 목차에서는 본격적인 모형 수정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 

지원조직으로 추상화된 여러 행위자(actor) 중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자 한다.184) 입법과정론에 관한 임종훈‧이정은(2021: 215)에 따르면 정부

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심의의 주체가 아니지만”, “주요 정

책협의 상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임종훈‧이
정은(2021)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 정부 법률안 제출을 통한 관여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지원하거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견을 내서 반 시키는 경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통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법률안에 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기

도 한다. 통령은 또한 법제 의사결정에서 주의 집중의 계기를 발생시

키는 원천이기도 하다. 주의 집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통령이 여당을 통해 강한 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법제 수준의 정책의사결정의 관점을 통

해 보면 다른 시각에서 이를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제2장에서 논의한 

183) 이론적 틀에서 국회의원도 추상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입법과정론에 관한 
임종훈‧이정은(2021: 208-215)에서는 국회의원을 개별 국회의원,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과 간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회의원의 집합체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교섭단체 등의 기구 등도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고 있다.

184) 정부 외에도 국회의원실 보좌진, 당 소속 정책전문가, 국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및 국회 법제실과 같은 국회 소속 기관,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집단 등에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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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dman & Seidman(2008)의 <표 Ⅱ-1>를 상기해보면, 법률 정책과정

에 참여하는 자의 역할은 크게 정책결정자, 법제관 및 법집행자로 분류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틀에 따르면 이 세 개의 역할을 모두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Ⅳ-24>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법제관, 법집행

자의 역할: 국회의원, 정부 및 국회 법제 지원조직의 구분

역할 국회의원 정부 국회 지원조직

정책결정자 -주된 역할

-의견 제시

-정부 법률안과 

우회 법률안

-검토의견 제시

법제관
-주의가 집중된 

경우에 관여

-법제처의 주된 

역할(정부법률안)
-주된 역할

법집행자 -
-법제처 외 부처

의 주된 역할
-

 출처: Seidman & Seidman(2008)을 변형

  입법과정 외부적으로는 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수준에서 큰 틀의 정

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정부의 행정입법과 같이 비교적 자유로운 의

사결정이 가능한 법제 역도 있다. 또한 입법 과정 내부에서 보더라도 

입법과정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회의와 검토보고에서의 의견 표명, 정

부 법률안 및 우회 법률안의 활용 등을 통해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여러 부처 중 법제처는 법제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정부 법률안은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법

제처는 국회 법제실과 경쟁적으로 법제 기준에 관한 SOP를 만들고 이의 

준수를 요구하며,185) 주기적으로 법제적 관점에서의 법령 정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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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등, 국회 지원조직보다도 더 법제관의 역할에 투철한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입법례 중심의 법제실무 경향을 설명할 때에도 법제처와 

국회 법제 지원조직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논문의 이론적 틀에서 법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들의 주의 집중

이 있는 경우의 의식적 의사결정과 주의 집중이 없는 경우의 루틴에 따

른 의사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행위자에 한 논의

를 정리하면, 의식적 의사결정에서 국회의원이 주된 의사결정자라고 설

명했던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통령까지 포함하여 생각

한다면, 정부 또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책의사결정자로서 

법제 과정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사례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정부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이 

발명된 취업후학자금 입법 사례와 기초연금에 관한 직접지출 조항의 발

명의 의사결정에는 분명 ‘ 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이라는 점이 중요

한 요인이었다. 또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학자금 입법 과정에

서 ‘행정적‧재정적 제재’라는 절충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제시함으

로써 짧은 시간 안에 극적으로 양당이 협상을 마칠 수 있는 실마리를 마

련해주었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의식적 법제 의사결정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식적 의사결정에 한 정부의 관여 가능성 자체가 이 

모델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

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법제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는 주의 집중에 따

라 이분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두 모드가 존재하며, 선행 입법례의 존재

와 법규범적 제약의 존재 여부, 그리고 주의 집중 여부가 법제 수준의 

의사결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조직

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와 조직적인 의사결정의 두 모

드, 그리고 조직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3개의 요인의 탐색이 핵심 내용

185) 법제기준의 작성과 적용은 법제처가 더 먼저 한 것이며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정확
히 표현하면 법제처가 제헌 이후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정부 입법의 법규범성과 체계성
을 책임져온 것이며, 국회 법제실은 의원입법이 활성화된 21세기에 와서야 주요한 역할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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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행위자(actor)이고, 키 

플레이어며, 누가 권한을 행사하는지와 같은 의회정치의 고전적 주제는 

이 논문의 주안점은 아니다.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동적으로 정책입안자 또는 법제관의 역할을 주의 집중의 흐름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회에서의 법제 의사결정이 협력적인 공동 저작과정이

고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며186), 특정한 행위자보다 의사결정 참

여자의 유동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부 행위자에 

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것은 이 논문의 한계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제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정부 행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86) 특히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통과되
는 법률안의 최종 문구는 상임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 하에 국회 공무원이 작
문하게 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초안 역시 위임에 의하여 법제처 또는 법제
실의 법제관이 작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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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론, 조직 의사결정 이론 등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그에 기반

한 가설을 세웠다. 법제 의사결정은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 여부를 기준

으로 의식적 의사결정과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구분되는데, 비일상

적 법률 규정은 의식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도입되며, 일상적 법률 규정

은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쉽게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기서 선행 입법례가 있고 법규범적 제약이 없는 법률 규정은 일상적 법

률 규정이며, 선행 입법례가 없거나 법규범적 제약이 있는 법률 규정은 

비일상적 법률 규정으로 조작화했다. 

 

<표 Ⅴ-1> 이론: 법제 의사결정의 두 모드와 입법의 경로모형

구분 의식적 의사결정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

어떤 경우 주의 집중이 되는 경우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경우

주된 결정 주체 국회의원 법제 지원조직

결정의 

경향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결정

반복되는 행동 패턴, 조직 

루틴에 의한 선택

선택가능한 

법률 규정

비일상적 + 일상적 

법률 규정
일상적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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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3개의 가설을 도출하 으며, 여러 법률 규정의 

의사결정 사례를 통해 이를 시험했다. 분석 상 규정에 해서는 각각 

텍스트 분석을 통해 건국 이후 모든 의사결정 사례를 빠짐없이 망라했

다. 사례 분석에는 텍스트 분석, 클러스터 분석, 회의록이나 기록보존소 

문서 등 입법에 관한 문헌 검토, 관련 논문에 한 메타 분석과 연구 동

향에 한 범주형 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표 Ⅴ-2> 연구 결과의 요약

구

분
제목

규정

속성

주의 

집중 
규정의 종류

가설 

확증

예상 못한 

발견

가

설

1

선행 

법제의 

무비판적 

답습

일상적 분산

결격사유

○ ×

동일 사유, 

동일 사건

행정계획

형벌 규정

(낮은 형량)

가

설

2

비일상적 

법률 규정의 

계기적 

선택

비

일상적
집중

형벌 규정

(높은 형량)
△ ○

행‧재정적 제재

○

×
직접지출 

가

설

3

법률 규정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일상/

비일상 

분산/

집중 

징벌적 

손해배상
○

  첫 번째 가설은 일상적 법률 규정에 한 선 의 법제 의사결정이 주

의 집중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례 중심의 루틴한 의사결정의 반복을 통해 

무비판적으로 답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격사유 규정, ‘동일 사유, 

동일 사건 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의 입법 사례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이 사례들은 가설과 부합하는 입법 선택의 경로를 

보 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한 면 한 검토 결과, 의사결정자들은 

이 일상적 법률 규정의 입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관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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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를 확인해서 그 로 답습하는 루틴한 의사결정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발견되었다.

  첫째, 결격사유의 경우 파산한 사람의 결격이라는 의사결정을 건국 시

기에 한 이후, 70년간 동일한 형태의 법제를 확  재생산시켰다. 400개

의 결격사유 규정은 유사성을 기준으로 5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는 등 

입법례간 강한 유사성도 발견되었다. 2006년 의사결정자들이 직접 파산 

결격사유 입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루틴을 수정하려고 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틴 수정은 그 당시에

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으며, 파산의 결격사유는 

곧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과거 입법자들의 법제에는 알 수 없지

만 뭔가 합리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일단 간주하고 보는 합리성 추

정 경향이나, 제도를 변화시킴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국회

의원의 동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행 입법례의 무비판

적 답습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일 사유, 동일 사건 규정’은 법제처와 국무총리실에 의하

여 규제 관할 문제 해결에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

고, 동일한 형태로 다른 법률로 확  재생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법률의 입법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의사결정 루틴이 발견되었

다. 특히 이 입법례는 인접 분야로만 퍼져나갔다. 방송통신 융합이 이루

어지기 전에는 통신 분야 법률에만 있던 입법례가, 방송통신 융합(방송

통신위원회의 출범 등)의 조직개편 이후로는 방송 분야로 확 되었다. 

  셋째,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은 일상적 법률 규정으로서 의사결정자의 

주의 집중 없이도 쉽게 많은 수가 입법되었다. 중장기 행정계획의 조문 

위치는 거의 일정하며, 문서화된 SOP인 입법모델에 따라 기본법과 지원

법을 제정할 때는 표준적으로 채택되도록 처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으로 500여개로 성장한 행정계획 규정은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

만, 모아놓고 보면 계획 간 중복과 비체계적 범주화 및 행정부담 가중의 

부작용을 일으켰다. 국토‧교통, 물관리를 포함한 환경, 농업 등의 개별 

분야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이 중첩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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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적이 관련 학계와 실무선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 

행정계획에 한 법제 의사결정의 루틴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가설은 비일상적 법률 규정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정형 

수준을 가지고 있는 형벌 규정과, 전례가 없는 새로 발명된 법률 규정의 

사례를 분석하 다. 

  형벌 규정의 선택 패턴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사항을 확인했다. 우

선, 비교적 무거운 형벌 규정은 가벼운 형벌 규정에 비하여 더 낮은 빈

도로 입법되며, 이러한 입법 속도의 차이는 2000년 이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형량의 형벌 규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행정법의 표준화된 입법모델에 따라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벌칙 규정을 입법하는 법제 루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정 형량 수준을 폭 높이는 의사결정에 해서는 주의 집

중의 계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은 선행연구와 다르게 

객관적인 형벌 지수를 이용하여 형량 강화의 사례를 일괄적으로 추출했

기 때문에 해석에 유리한 사례만 선별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하게 벌금액 상한을 14억원 높이는 법제 의사결정이 

주의 집중 없이 루틴하게 이루어진 사례를 발견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례를 법률 규정 속성의 맥락 의존성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사결정 직

전에 유사 법률187)에서 벌금액 상한을 이미 15억원으로 높여놨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국회의원들은 ‘법제상 균형을 맞춘다.’는 

논리로 이 규정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즉, 동일한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더라도 유사 법률에서 이미 선택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

던 경우에서 의사결정자들의 법률 규정 속성 인식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절충적 규제 실효성 확보 수단인 행정적‧재정적 제재 규정과 기

187)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탈취 방지 규제에 부가하여 규정
한 것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탈취 방지 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취지의 입법이었다. 따라서 법률간 유사성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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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금에 한 직접지출 규정의 발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설 2의 예

측 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회기 중 긴

급 회의 소집, 주말 회의, 밤샘 회의와 같은 최고도로 높은 주의 집중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오랜 고민과 정치적 투쟁 및 타협을 거쳐서 

어렵게 새로운 법률 규정을 발명시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벌 규정의 입법 사례, 새로운 규정의 발명 사례 및 뒤의 징벌적 손

해배상 사례까지 포함하여, 의사결정자들이 비일상적 법률 규정을 입법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 집중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들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충격적 범죄 사건이나 량의 인명 손실이 발생한 안전사고가 

있는 경우 비일상적 법률 규정을 량으로 입법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

다. 또한 선 공약에 관련된 경우에도 법규범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

일상적 법률 규정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제재의 사

례에서는 1학기 장학금 지급 시한이라는 데드라인과 학무보 여론의 격

앙, 그리고 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이 국회의 주의 집중의 계기가 되

었다.

  세 번째 가설은 같은 법률 규정이더라도 일상성/비일상성의 속성이 시

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루틴한 의사결정과 의식적 의사결정이 각 시기

마다 전환되어 나타난다는 예측이다. 이는 가설 1과 가설 2를 조합한 것

이다. 동일한 법률 규정의 속성이 시 에 따라 변화하는 사례는 제한적

인데,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사례가 이 조건에 맞는 것

으로 보고 이를 검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학계에서 잊힌 

1949년 상표법 입법 의사결정과 잘 알려진 2011년 이후의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의 의사결정 사이에 법률 규정 속성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

다. 즉, 상표법이 입법된 1949년에는 일상적 법률 규정, 2011년 전후로

는 비일상적 법률 규정, 그리고 충분한 입법례가 누적된 2017년부터는 

다시 일상적 법률 규정으로 속성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분석 결과 1949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제정, 그 이후의 

해당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의사결정은 가설 1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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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해당 의사결정에 한 주의 집중의 증거는 없는 반면, 이 법

률 규정이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당

시의 특허 공무원과 법조인은 이 규정을 수롭지 않게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한 2010년  초의 

터부에 가까운 법규범적 제약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세기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은 초기에는 가설 2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범적으로 금기시되는 이 규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강한 주의 집중의 계기를 바탕으로 힘겨운 법리 논쟁과 정치적 갈등 및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 ‘경제민주화’의 선 공약, 국내 

최  규모의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량 유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

건과 같이 충분히 큰 충격이 있어야 비로소 어렵게 계기적으로 입법이 

가능했다. 그런데 입법례가 충분히 누적된 2017년부터는 특별한 계기나 

주의 집중이 없이도 가설 1에 따른 루틴한 의사결정으로 다수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입법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세 번째 가설에 한 사례 분석에서는 입법례의 발생이 법규범적 

제약에 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 61건의 

게재 논문에 한 메타 분석과 범주형 분석 결과 첫 입법례가 발생한 

2011년을 기점으로 법학계의 반 의견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제도의 효

과적 운용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입법례 → 

법률 규정 속성’의 경로에 더하여 ‘입법례 → 법규범적 제약 → 법률 

규정 속성’의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모형화를 하게 되었다.



- 230 -

제 2 절 이론적 시사점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의회의 의사결정에 해 조직 의사

결정이론, 구체적으로는 조직 루틴(organizational routine)의 이론과 

조직의사결정의 주의 관점(attention based view)을 적용하 다는 점이

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와 같이 비

응집적 개인의 집합적 의사결정 문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성원

의 응집성을 기준으로 한 Allison의 분류에 따르면 응집성이 가장 낮은 

Model 3에 해당하는 설명이 많이 시도된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Allison 분류에 따른 Model 2에 해당하는 조직 의사결정 모형을 의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적용했다. 물론 항상 Model 2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은 아니며, 의사결정 모드가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attention) 여부에 

따라 전환되어가며 나타난다는 안적 설명을 제시했다.188) 국회의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국회의 법제는 표준화된 공장식 

량생산의 모습을 보이지만, 국회의원이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법제 의사

결정은 의식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으로 전환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둘째, 이 논문에서 입법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조직적 문제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입법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치적․제도적 요인을 많이 지적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조직적인 법제 의사결정 방법과 법제 행정에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회가 70년

간 똑같은 법제적 실수를 반복한 것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발견했다. 이

러한 현상을 정당정치나 선거 제도 또는 이념의 문제로 설명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국회가 얼마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조직으로서 환류와 조직 학습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

을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

188) 이는 공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서 Model 3과 Model 2의 관계를 더 자세
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McKeown(2008: 41)의 주문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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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의회의 정책 의사결정에서 비교적 탐구가 덜 된 ‘법제’에 관

하여 분석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를 개념화하고 

정책과정으로서의 위치와 의미를 검토했다. 정책 내용을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와 구분하여 구체적인 법조문을 설계하는 ‘법제관’이라는 역할

도 정책학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한편, 법제가 일종의 정책수단 선택으

로서의 의미도 있으나 또한 정책수단 선택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는 점도 검토했다. 

  넷째, 정책수단론의 관점에서는 법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수단 

선택의 새로운 요인론을 제기했고, 정책수단 선택이 행정적·조직적 이

유로 정치적·경제적 합리성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을 보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정책수단 선택의 이론은 

과거에는 효과성을 극 화하는 최적의 선택을 처방하는 도구론이 논의되

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Peters(2002)의 ‘5Is’와 같은 정치적 

요인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도구론과 정치적 요인론에 

해당하지 않는 제3의 요인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물론, 

종전에도 정책수단의 유행(en vogue) 현상 등에 한 지적은 존재했기 

때문에, 본 논문이 최초로 제3의 요인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의사결정이론의 이론적 기반에서 제3의 요인론에 

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탐색을 하 고, 법제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수단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법규범과 입법례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에서 선택 주체의 문제를 지적한 점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책수단 연구의 전통에서 수단 선택의 주체

는 정부 일반 또는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책

수단에 한 의사결정은 통령 단계, 정부 부처 단계, 그리고 국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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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NATO 분류상 A에 해당

하거나 규제-유인의 평면에서 규제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의 경우 법률유

보와 죄형법정주의 등의 헌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든 의회

가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정책수단의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 결정의 직

접 성과 간접성의 차이가 있고, 리손실(agency loss)과 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누가 정책수단을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중요

한 문제이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의사결정 주체 중 의회만을 다뤘

지만, 정책수단론의 선택 주체 문제에 해서 작은 화두를 던졌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한편, 법정책학, 또는 행정학과 행정법의 화라고 하는 화두(홍준형, 

2009; 이진수, 2019)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행정계획과 행정형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는 법학에서 자주 다루는 핵심 테마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과잉범죄화

(overcriminalization)의 원인으로 루틴에 따른 법제 의사결정이라는 설

명을 제시한 점, ‘ 륙법적 체계론’이라는 법규범은 1949년의 맥락에

서는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발견, 한 번 입법례가 생긴 규정에 해서는 

아무리 법리상의 반 가 있더라도 유행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입

법에는 합리적인 입법 의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론적 해석에 한

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 입법례 발생이 법학 이론에 

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법학적 쟁점에도 맞닿아 있다. 정책학의 

초기 기획자들 중에는 전문 법률가들이 많았고 법학과 정책학의 가교에 

해당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다(Kelsen, 1941; Lasswell & McDougal, 

1943; Dror, 1970; Summers, 1971). 이러한 잊힌 연구 흐름을 재발굴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시사점으로는 우선 정책수단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질적‧양적 분석 방법의 다양한 활용을 시도했다는 점이 있다. 정책

수단 선택 이론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실증분석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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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법률 규정 입법의 결과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조항에 한 클러스터 분석을 한 것, 법률 규

정 입법에 향을 미치는 법규범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메타연구를 

수행하고, 특정 시점 전‧후의 법학 이론의 변화를 범주형 분석을 통해 

검토했다는 점도 새로운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들은 

양적 분석방법 채택이 부족했던 법률과 법제 분야에서 하나의 활용 방법

상의 사례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

적으로 형벌에 한 텍스트 분석과 형벌지수 도출은 물가상승에 따른 벌

금형 조정을 위한 ‘법정형 정비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지

금까지는 법정형 정비 사업은 인력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가능했

는데,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면 그러한 수고를 덜 수 있

다.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첫째, 입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이 사용 가능한 주의 자원

의 총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원이 법안 심사 과정

에서 입법 의사결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사결

정상의 병폐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의원의 주의 자원을 늘려주거나 아끼도록 하고, 이를 법안 심사에 투입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시간 사용

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189), 여기서는 현재까지 제기되었

거나 제기될 수 있는 안을 열거하는 것으로 이를 신하고, 더 구체적

인 안 모색은 후속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먼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서 국회의원의 물리적 

189)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의 생활시간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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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비회기와 회기

의 구분을 차츰 없애고 항상 국회가 열리는 ‘상시국회’를 지향하는 방

안이다.190) 

  다음으로, 제출 법률안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유사하거나 사소한 내용의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는 것은 관련한 

검토 및 심사 여력을 소모하게 함으로써 주의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고갈

시킨다.191) 제출 법률안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 및 시민단

체에서 법안에 한 양적 성과평가를 자제하거나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

는 방안, 양적 지표를 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나 성과평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윤(2020c)은 사용 단어

의 코사인 유사도(cosine-similarity) 검사를 이용하여 유사‧중복 법안 

발의를 통한 일종의 평가지표 해킹(hacking)을 식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한병도 의원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일부라도 유사한 법안을 

중복해서 발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의하기도 했다.192) 국회의원별로 발의 법안 수에 상한을 두는 극단적 

안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는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법제 문제에 한 정책분석이 더 필요하다. 법제 의사결정은 지

금까지 주로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오는 입법 기술과 법학연구 및 

법리적 처방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정책학과 행정학의 관점에서도 법제 문제에 해서 분석하

고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법제 정책의 효과 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학적 접근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를 정책과

190) 그러나 이미 정기국회 이외에도 거의 매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
히 회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정책대안의 면 한 검토를 위한 시간과 여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기 연장 외의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1)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대표발의 건수 등 양적 지표로 의원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니
까 의원들이 별 내용도 없는 법안이라도 일단 내고 보는 풍조가 생겼다. 발의되는 법안 
수가 급증하니까 처리율은 떨어지는 것이다. “잔임 기간”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 그런 법안을 심사하느라 정작 우리 생활에 큰 영
향을 끼치는 법안에 투입되어야 할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금
태섭 의원의 2019년 11월 9일 한겨례신문 기고. “왜 이렇게 좋은 법 만들기가 어려울까”

192) [2109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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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하나로서 재인식하고, 어떤 법률 규정을 입법했다면 그것을 왜 선

택한 것이며, 과연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도구상자와 

처방 설명서의 마련은 정책수단론의 입장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고, 법제 

도구의 사용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한 검토는 정책평가의 입장에서 연

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법제에 한 조직 학습과 피드백을 강화시켜 법제 의사결정 루

틴의 상시적 적응, 학습 및 발전을 꾀하고, 법제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

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의 실제를 보여주었다. 이는 루틴의 수정을 위한 

조직 학습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폭증하고 있

는 법안의 총량에 비해 국회의원의 주의 자원은 희소하고, 법제 지원조

직의 지원 여력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제에 관

한 조직 학습과 환류의 장애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법제 지원조직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때 법제 지원기관이

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모든 기관과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의원 보좌진은 물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법제실, 예산정책처․입법

조사처 등을 포함한다. 전통적으로는 이 경우 조직을 확 하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및 교육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 분석과 지능화된 의정 

지원을 법제 실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미 국회 제1호 

벤처조직 ‘디지털 국회 추진단(2020)’에서도 자동체계자구심사 보조, 

조문 단위 법안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입법 분야 리걸텍(legal-tech) 활

용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193)

193) 앞서 Caldwell(2008)은 법률의 언어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다고 했고, 이
러한 비유에 따르면 법률을 작문하는 법제 작업은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coding)에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 관해서는 ‘코파일럿(copilot)’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지능화된 보조 시스템이 실현되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 법제에 관해서도 
비록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나 지능화된 보조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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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가설 1에 따른 의사결정 루틴의 오작동 사례들을 시정해야 한

다. 즉, 효과가 없는 규정의 복제, 파산 제도를 왜곡하는 결격사유의 답

습 현상, 법정 중장기 행정계획의 비체계적인 누적, 과잉범죄화 등 무비

판적으로 선행 입법례를 답습하는 법제 의사결정 때문에 발생된 정책문

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입법으로 봤을 때는 수롭지 않은 결정

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상당한 정책문제

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제 의사결정 루틴의 오작동을 일회적으로 정비할 뿐만 아니

라 이러한 무비판적 답습의 예방을 위해 국회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경로모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이 없는 경우

에는 결국 입법례와 법규범에 의존한 루틴한 법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무비판적 답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법제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 시민 등 누가 되었든 국회의 답

습적 법제 의사결정에 의한 오류 및 부작용 사례를 감시하고 의사결정자

의 주의를 환기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의 환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경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나 학계에서 

법제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고 정책분석과 처방을 제공하는 방안, 법제의 

실질 내용을 추적하고 감시할 역량이 있는 NGO의 활동과 이를 통한 시

민 참여의 제고 방안, 국회 내에서의 상시적인 법제 연구 및 법령정비사

업을 통한 의사결정자의 주의 환기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 발전 방향

  이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는 질적 사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인과 추론적 연구 설계를 갖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 다. 우선 사

례를 고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다른 모든 조건은 최 한 

같고 관심 변수만 다른 비교 가능 사례를 고르는 등 인과추론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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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사례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King, Keohane, & 

Verba(1994)의 연구설계상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질적 사례분석의 연구 설

계에는 약점이 있다.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

례의 선택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가설 2나 3에 관하여 형

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 

해서도 과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여부에 한 의문, 즉, 외

적타당성 이슈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본질적으로는 통

계분석에 의한 반증(falsification)의 논리가 아닌, McKeown(1999)과 같

은 질적 분석 연구자들이 옹호하는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통

한 확증(validation)에 의한 이론 구축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엄격한 

Popperism에 따르면 비판의 여지도 있다. 

  다만, 가설 1의 확증은 곧 정책수단에 한 도구적 의사결정 이론과 

정치적 의사결정 이론이 동시에 전제하고 있는 ‘의식적 의사결정의 가

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반증을 통한 지식축

적의 의미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질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비로

소 발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의사결정의 메커니즘과 예상하지 못한 발

견들, 풍부한 함의라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의 핵심적 실증분석 방법인 정보 추출

(information extraction) 방식의 텍스트 분석에 한 우려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법률 규정 식별의 측정오차 가능성이 있

다. 키워드의 누락이나 텍스트 패턴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이상 패턴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과 같이 사람이 수집한 비교가능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 검증을 했다. 그러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반복실험과 검증을 

통해 논리식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책을 사용

하더라도 무엇인가 사전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

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한계는 열린 문제이며, 앞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코드 공개(open source)를 하고 공동 개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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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입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규정은 매우 많은데, 이 연

구에서 분석한 규정 유형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법률 규

정에 해 정책학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의 지식 

축적은 정책의 기술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수단론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더 많은 법률 규정에 한 연구는 앞서 제기된 외적타당성 

우려나 사례 수(N) 부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입법자들이 사용하는 법제 도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도구를 

언제 선택해야 하는지, 각 도구를 잘 설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 설

계 조정값을 변경했을 때 과연 어떤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한 

인과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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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7편 약사편의 일시적 급등락은 실질적 정책변화 없이 시행일 상의 오류로 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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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drafting is not one individual's writing task but the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of legislators and their 

supporters. This paper's research questions encompass 1) how 

does the National Assembly select provisions to include when 

designing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and 2) why are those 

provisions selected. This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with two separate modes of decision-making for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drafting. When lawmakers are sufficiently 

attentive, conscious decision-making led by them occurs. 

However, when there is insufficient attention from lawmakers, 

legislative drafting via organizational routine results.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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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mode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the 

available provisions of law. Ordinary provisions that are widely 

used and without normative problems can be legislated through 

routine decision-making. Contrarily, unconventional provisions 

that violate legal norms or have no precedent can only be 

legislated through attentive decision-making.

For this theorization, the concept of legislative drafting was 

first reviewed, and how legislative drafting is positioned in the 

policy process was identified. The tendency to emphasize 

precedents and legal norms unique to legislative drafting 

practices was also examined. Although the concept of policy 

instruments is not the same as legal provisions, it is closely 

related; how the policy instrument theory explains the problem 

of tool selection in the legislation was analyzed and referenced 

in the discussion. Related organizational theories were also 

review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explained as an attention-based 

view of organizational routines. Environmental factors that 

hinder rational decision-making, including cumulative increases 

in laws or policies and intensified scarc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ttention, were considered.

From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presents three 

hypotheses on the legislative draf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ordinary provisions, even if there is an error in the 

provision's preceding legislation, it can be reproduced in the 

same form through decision-making according to organizational 

routines. (Hypothes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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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egislating unconventional provisions, there should be an 

event or strong motive for focusing the attention of lawmakers. 

(Hypothesis 2)

If the properties of the ordinary/unconventional provision 

change dynamically, the decision-making mode changes 

accordingly. (Hypothesis 3)

To test the hypotheses, legal provisions that satisfied the 

hypothesis-testing conditions were selected, and a 

qualitative-quantitative triangular case analysis was conducted. 

Selected provisions included all legislative choices made from the 

founding of the country in 1948 through the current period. They 

were compiled using an information-extraction algorithm 

developed specifically for Korea's semi-structured legislative 

texts. Various case analysis methods were conducted with data 

from this 70-year legislative pattern, including process tracing,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provision types, and meta-analysis 

and categorical data analysis to identify changes in legal norms. 

Through the analyses, the three hypotheses were tested,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n which the 

hypotheses were based was evaluated. The actual practice of 

decision-making was explored specifically, including exploration 

of the cases in which the concentration of attention takes place 

and exploration of the specific shape of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routine of the National Assembly.

Disqualification provisions, mid-and, long-term 

administrative plans provisions, "same case, same cause 

immunity," provisions for regulatory jurisdiction adjustment and 



- 276 -

various administrative punishment provisions were analyzed. 

Newly invented provisions such a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anction," and the direct spending provision were also examined. 

To test hypothesis 3, cases of treble damages provisions, 

including the forgotten treble damages provision of Trademark 

Act 1949 were excavated and analyzed. All past legislative cases 

were reviewed through text analysis. Moreover, for penalty 

provisions, the total change was analyzed. This was done by 

deriving the penalty index for the penalty provisions of all laws 

enact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Legislative cases in which 

the statutory punishment rose sharply based on the penalty index 

were derived and analyzed.

An analysi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viewed cases 

met hypotheses 1, 2, and 3, except for cases of less than KRW 

1.5 billion in fines. Text analysis confirmed that ordinary 

provisions were enacted in the pattern of the proliferation of 

typical legislative cases and classified into a small number of 

clusters over a long period. Additionally, the tendency to make 

ordinary provision decisions based on precedents; unintended side 

effects were found to have resulted from these choices. 

Distortion of the bankruptcy system due to the reproduction of 

disqualification rules for bankruptcy, repeated legislation of a 

provision confirmed to be ineffective, an unsystematic overlap of 

administrative plan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burdens and 

reduced policy effectiveness, and overcriminalization via the 

accumulation of low-penalty administrative punishment 

provisions were all associated with the routine decision-mak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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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hypotheses 2 and 3 found that the lawmakers 

attention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was related primarily to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focusing on events such as 

shocking crimes and major accidents, and time constraints. Cases 

in which a fine of KRW 1.5 billion or less was legislated through 

routine decision-making appear to be due to the 

context-dependent perception of decision-makers about 

ordinary/unconventional properties of legal regulations. As 

precedent existed for enacting a fine of less than KRW 1.5 

billion in a similar, related law, such a heavy penalty provision 

was apparently introduced through routine decision-making.

In addition, there were unexpected findings during the 

qualitative case analysis: First, it is rarely possible for 

decision-makers to consciously modify organizational routines 

related to legislative drafting. Even in this case, the status quo 

bias appears to work, and the routine modification is incomplete. 

Second, in the case of treble damage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occurrence of new legislative precedents affects the theory of 

law and legal norms regarding the provision. Third, in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process, the propensity to assume 

that previous legislators' decisions must have been based on 

conscious and rational intentions, and the motivation to maintain 

the current law as much as possible to avoid future 

responsibility, were revealed. Fourth, from tracking changes in 

the legal norms for treble damages over 70 years, legal norms 

were found to be unexpectedly variable and relativ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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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decision-making deviates from rational 

decision-making fo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reasons and causes. It was shown that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operate at the 

legislative drafting level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It is 

described primarily as organized anarchy and a political process. 

Second, the importance of legislative drafting as a policy 

process, which has been relatively unexplored thus far, was 

highlighted in the study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science. Third, a new factor of legislative precedent and 

legal norms was presented within the choices of policy 

instruments. Fourth,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of identifying 

the subject of policy instrument choice, a question that has often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Furth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ogic of policy instrument choice differs depending 

on the subject arises. Fifth, a new text analysis tool was 

developed to trace all of the related changes in legislated texts 

over time using information-extraction algorithm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make rational legislative decision, the scarce attention resourc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must not be exhausted. 

Second, sinc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with only standardized draft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d interpretive jurisprudence, 

scientific policy analysis on legislative drafting is required. 

Third,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he capabilities of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must be strengthened. Fourth, 

provisions that were legislated due to the improper op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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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al routine found in this study must also be 

rectified. Fifth, the roles of policy experts and citizens who can 

raise alarms and trigger the lawmaker's attention to prevent 

malfunctions of the legislative routine are critical.

Key words: legislative drafting, decision-making, policy 

instrument, attention, organizational routine, 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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