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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청부입법 은 다른 입법 형태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편법으로 간주되‘ ’

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청. 부입법의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그 단점이 바로 ,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각 의원. 

입법 정부입법이라는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청부입법이 갖는 단점을 감수, 

하면서까지 청부입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 

구는 청부입법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여 청부입법이 갖는 단점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청부 입법. 

이 대한민국 입법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청부입법이 갖고 있는 ,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기존의 청부입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중앙 행정부처 ,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 대부분이 청부입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

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청부입법은 정부입법과 다르게 절차가 간소하기 때. 

문에 행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부처 간의 사업이 겹치거나 이견이 있을 . 

경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청부입법의 여러 측면을 분석해 본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청부입법

이 제도적 방법은 아니지만 청부입법이 입법과정과 정책과정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부가 청부.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 본인들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행정부도 업무를 하다보면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부입법이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 

락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부도 본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청부입법 요청이 와도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기. 

도 하며 의원명의로 발의되는 법안의 질적 향상 측면에도 많은 부분 노력, 

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질적 하락과 보좌진의 입법 능력에 대한 우

려를 불식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청부입법의 긍정적인 면을 볼 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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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청부입법 형식과 절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하며 만약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청부, 

입법을 제도적 방법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편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부입법의 긍정적인 면을 모색하고 

입법과 정책 환경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각 주체들의 

인식을 통해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청부. 

입법이라는 입법 형식이 입법 및 정책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주요 변수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청부입법을 입법과 정책과. 

정을 연구하는 데에 주요변수로 설정할 경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라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청부입법. 

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청부입법 의원입법 정부입법 행정부 입법부 입법과정: , , , , , 

학  번 : 2019-2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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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공공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이루기 위

해 시행되는 정부의 일련의 행위이다 이러한 공공정책은 법적 근거를 기반. 

으로 결정되고 집행된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 중 하나는 바로 . 

입법행위로 대한민국헌법 제 조40 1)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 ’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실생활, 

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심사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 

조52 2)는 국회와 정부에 입법권을 모두 부여함으로써 법률안 제출 권한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시에 나눠 갖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법안 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

과 정부입법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그 절차에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법 . 

제 조제 항79 1 3)에 따라 의원 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10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 

출할 경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한데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 ‘ → →

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 → → 차관회의 국무→ →

회의 국회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까다’ . → 로운 절차로 인하여 

행정부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률안 제출권을 사용하기보다 이른바  청부입법 이‘ ’

라는 관행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청부입법 은 공식적인. ‘ ’ 용어는 아니 

지만 정부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행정부에서 원하는 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의원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위임하는 형태 정하용 로서 편법에 ( , 2017)

1) 대한민국헌법 제 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40 ) .「 」 
2) 대한민국헌법 제 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2 ) .「 」 
3) 국회법 제 조제 항 의원은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79 1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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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법안제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청

부입법의 절차상 문제점은 국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모두 제기되었으나 청부, 

입법은 민감한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을 때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입법 실적을 높이려는 국회의원들 간의 이익이 

공존하면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하용 년 새정치민주연( , 2017). 2014

합 홍의락 의원은 정부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정부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제 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사, 19

례도 있었다정하용( , 2017).

청부입법의 관행은 법률안 발의 과정에서 만연해 있지만 의원입법 내에 , 

청부입법의 형태로 발의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법률안이 청부

입법의 형태로 발의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청부. 

입법에 대한 연구는 의원입법 정부입법 에 관한 연구 중에 단순히 언급‘ ’, ‘ ’

되는 정도이며 청부입법 자체를 탐색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부입법이란 표현은 제 대 국회 때인 년 월 정치개혁특위소위 회의16 2000 1

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대 국회의 네 차례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이, 17 . 

후 제 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상임위 소위 과정에서 차례 등장했으며 19 , , 41

청부입법을 언급한 상황 대부분에서는 청부입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 ,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학선 철저한 권력분립에 의거해야 한( , 2008) 

다 특히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숙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더. , 

욱 철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면 . 

법안을 발의한 주무부처는 오히려 새로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처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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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우회할 수 있다 또한 청부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법안은 청문회나 .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될 수 ,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 안팎에서는 청부입법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일련의 사례로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 

관련 입법이 국토교통부의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여당 몇 의원들의 청부입

법 형태로 발의되어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숙의 절차 없이 발의 되어 정책

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의 명의로 발의되는 법안의 입법 상황을 볼 때 국회 의안정보시, 

스템에 따르면 대 국회에서 지난 약 개월 간 년 월 일까지 발의21 15 (21 8 21 ) 

된 의원법안은 건으로 대 국회 년간 의원 발의 건수인 건11,514 20 4 23,047

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의원법안 발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로. 

는 몇몇 정당이 법안발의 건수를 평가하여 공천심사를 하고 있으며 시민단, 

체에서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에 따라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의정활동 대상

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의원이 발의한 법안 ( ) . 大賞

중에는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 하거나 자‘ ’, ‘ ’ 

구 하나만 쉬운 말로 고치는 알법 알기 쉬운 법 특정위원회를 모든 정부‘ ( )’, 

기관에 두는 법 등이 만연한 상황이어서 의원발의 법안의 질적 수준에도 의

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청부입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법안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 

부입법의 경우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정책 현안에 긴급히 대

응할 수 없다는 단점을 미루어 볼 때 청부입법이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단

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입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부입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적 편법적 입법 방법이다 하지만 무수, . 

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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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직사회를 비롯. 

한 시민사회 내에 청부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청부입법의 주체인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들이 청부입법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인식을 비교하여 청부입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원인과 그 영향

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청부입. 

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청부입법에 대해 어떤 정책적 입장이 

필요한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특히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파악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청부입법. 

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찰하여 청부입법

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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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검토2 

제 절 이론적 논의1 

입법의 개념과 의미1. 

의회의 핵심기능은 입법기능이다 김종철 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 , 2020). 

률을 제정하는 것이며 실제로 모든 국가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김(

종철, 2020). 

이러한 의회의 입법 활동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 받

는다 사회 구성원들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자는 . ,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내용을 법안에 담아 법을 만들며 이를 

통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 입법 활동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의 요건으. 

로는 먼저 국민의사의 우월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표자는 민주적 선거에 , 

의하여 선출되며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자는 , , 

국민에게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김진태 이러한 대의민( , 2014). 

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은 정당화되며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법, 

률은 사회 재화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제레미 월드런 은 사회의 이익 충돌과 갈등 의견의 불(Jeremy Waldron) , 

일치를 가급적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정. 

치 체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가 보장된 합리적 입법과정이야 말로 

사회갈등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과정이며 그 산물인 입법에 더욱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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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Jeremy Waldron, 2011). 

입법이란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의회에 의한 자유로운 , 

의사형성 완전한 공개과정 그리고 갖가지 추구들의 최적의 고려와 최적의 , 

조정을 통하여 행정부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 

것이다 계희열 세기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입법이 행정부에 ( , 2002). 19

대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서 행정권이 의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능을 했다 오호택 이와는 다르게 세기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 , 2008). 20

국가과제는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 

부는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

무를 지게 되었다 오호택 따라서 입법은 이러한 사회국가적 과제의 ( , 2008). 

계획과 집행을 법률로써 근거지우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박영도( , 1991). 

입법의 기능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 , 

간의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는 하나, 

의 결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호택( , 2008).

더 나아가 제레미 월드런 은 입법은 그 과정 속에서 국(Jeremy Waldron)

민이 이를 사려 깊게 숙고하며 자신의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 

생각한다 입법은 입법 과정에서 합의와 숙의를 거치게 되고 그 설득의 과. 

정에서 이성적 대화가 필요하므로 자체로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며 존중되, 

어야 한다 장철준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이야 말로 사회 구성( , 2015). , 

원 간의 불일치를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가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장철준( , 2015).

한국 헌법이 채택한 대의민주정치 하에서 입법과정이 추구하는 이상은 국

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시에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제정되어 실행되도록 입법과정이 제도화 되고 운

영되는 것이다 이우영 토마스 홉스 존 로크( , 2011). (Thomas Hobbes), (Jo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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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Locke), (Jeremy Bentham), (John Stuart Mill) 

등의 사상에 기초한 자유주의에서 설명한 대표의 역할과 대표의 입법의 정

당성은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목표를 갖고 생활을 하는 자율적이고 자유, 

로운 존재이며 이러한 개인들은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행동하지만 사회

적 갈등과 개개인의 차이점을 조율하고 사회 질서유지와 공동체의 목표 실

현을 위해 정부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 

공동체의 대표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입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율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이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우영, ( , 

입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은 선출된 대표들의 다수결 원칙에 2011). 

따라 채택되는데 구성원 각자가 동일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동일한 권리를 , 

보유하고 있다면 법률의 정당성은 적어도 일부분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해 담보된다 이우영 따라서 입법은 그 내용과 입법이 만들어 낸 ( , 2011). 

결과 즉 법률뿐만 아니라 입법이 법률로 반영되는 그 과정과 절차의 정당, 

성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입법절차2. 

입법절차의 의의1) 

입법이란 합의와 숙의의 절차에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이우영( , 2011). 

절차 자체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입법은 입법으로서, 

의 본질을 결여한 것이다 이우영 법안이 충분한 심사와 절차적 적( , 2011). 

법성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은 절차적 위법성을 넘어 입법의 기본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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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입법절차는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고 법률에 반영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 , 

의미한다 입법절차에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법률안을 법률로 만드는 과. ‘

정 과 입법기관 내에서 입법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이나 절차 가 포’ ‘ ’

함되며 아울러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법률의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 ‘ ·

전반적 의사결정과정 또는 의원은 물론 내각 관료 정당 압력단체 등 공’ ‘ , , 

식비공식 기관이나 세력이 의회의 장을 중심으로 입법을 둘러싼 운동이나 ·

작용을 영위하는 전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임종훈박수철’ ( · , 2006). 

따라서 입법과정을 통해 반영된 법률은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순응하며 따라야 한다 국민들이 법률에 적극적으로 따를 때 사회 갈등은 .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질서 유지에 ,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 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 

당성이 담보되고 국민들은 법률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률의 타당성과 정당성 그리고 합리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요인, 

이 바로 입법절차로서 입법절차가 적법한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만 그 법률, 

의 정당성도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입법과정은 국회의 법률심의 과. 

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정치세력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절차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

정하고 통합하는 과정 자체는 도출 된 최종 의견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 임중호( , 2005).

대한민국의 입법절차2) 

대한민국의 입법 방법은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하는 국회에 누가 법안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대한민국헌법 제 조. 52 4)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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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체를 국회의원과 행정부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방법은 크게 국, 

회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입법의 경우 의원입. 

법과는 그 절차상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한데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 ‘ → → →

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 → → → →

제출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 

는 법안을 작성하여 동료의원 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10 .

해당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 된 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의 된 법안. 

에 대해 심사를 거치는데 법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하는 형식, 

을 거친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안심. 

사소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사무처 전문위원과 법안의 소관 부처 차관이나 청

장이 배석하여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수정

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은 법안의 개괄적인 .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에게 설명하며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최근 일하는 국회 를 지향하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 ’

소위원회의 회의를 월 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점을 볼 때 국회의 3

입법권 행사에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이나 국민 수용성을 검증하기 ,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원회는 법안의 원안채택 수정위원회대안폐기 계류 등의 결정을 하고 이후 · ·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의 .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하고 이후 본회의에 회부하며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은 , 

4) 대한민국헌법 제 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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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을 거친다. 

제 절 선행연구 검토2 

의원입법에 관한 연구1.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에 대한 연구는 의원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 

년 이후부터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2010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연구는 발의 건수 증가 추세와 함께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 비율 법안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과비율이 저조, 

한 원인 법안 내용이 부실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다수 연구에서 국회, .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 분석에 앞서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 추이를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 대 국회까지는 건 미만의 법률안이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 됐다14 1,000 . 

이후 대 국회에서는 건의 법률안이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되었으며15 1,114 , 

제 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건 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7 ( 6,387 ) . 

특히 제 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건수는 제 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 18 17

법률안 건수의 약 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제 대국회의 임기 년 월 1.9 , 21 (2021 8

일 기준 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제 대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법21 ) 20

안 건수인 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23,047 . 

의 법률반영 비율은 제 대 국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15

이다 제 대 국회에서의 의원발의 법안의 법률 반영 비율은 였지만. 15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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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점차 감소하여 제 대 국회에서는 로 떨어졌고 제 대 국회의 의18 40% 20

원발의법안 법률반영 비율은 로 저조했다28.7% .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계는 표 과 같다< 1> .

표 의원발의 법안 현황< 1 >

총 발의 
건수

가결
미반영 통과

율(%)총계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제헌국회 103 59 44 - 44 - - - 57.3
제 대국회2 201 103 98 1 94 3 - - 51.2
제 대국회3 170 81 89 - 88 1 - - 47.6
제 대국회4 123 39 84 - - - 84 - 31.7
제 대국회5 138 35 103 1 102 - - - 25.4
국가재건
최고회의 543 509 34 1 6 27 - - 93.7

제 대국회6 416 235 181 - 175 6 - - 56.6
제 대국회7 243 150 93 2 89 2 - - 61.7
제 대국회8 14 8 6 - 4 2 - - 57.1
비상국무회의 - - - - - - - - -
제 대국회9 154 102 52 - 49 3 - - 66.2
제 대국회10 5 3 2 - 2 - - - 60.0
국가보위
입법회의 33 33 0 - - - - - 100

제 대 국회11 204 104 100 8 73 19 - - 51.0
제 대 국회12 210 119 91 - 79 12 - - 56.7
제 대 국회13 570 352 218 - 171 47 - - 61.8
제 대 국회14 321 167 154 - 141 13 - - 52.0
제 대 국회15 1,144 687 457 - 425 32 - - 60.1
제 대 국회16 1,912 1,028 884 4 839 41 - - 53.8
제 대 국회17 6,387 2,886 3,458 6 3,366 86 - - 45.2
제 대 국회18 12,220 4,890 7,330 5 6,822 503 - - 40.0
제 대 국회19 16,729 6,626 10,076 2 9,902 172 - - 39.6
제 대 국회20 23,047 6,608 14,986 2 14,769 215 - - 28.7
제 대 국회21 11,513 2,508 9,005 - 68 114 - 8,823 21.8
자료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자료 정리 일자 년 월 일* :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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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문제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이전에도 지적되어 왔다 이 당시의 연구는 국회의 입법권 약화. 

김승환 의원입법의 가결률 저하 홍완식 를 문제점으로 진단( , 2005), ( , 2008)

했다 그 원인으로 김승환 은 국회의원들의 입법능력에 있어서 전문성. (2005)

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고 입법기관 조직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홍완, . 

식 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남발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2008)

보았다 또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으로서 선출직이라는 국회의원의 한계를 지. 

적하였고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에 의, 

문을 제기하였다 오호택 이러한 문제로 입법부 공무원들이 행정부에 ( , 2004). 

비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입법미비 현상 법체계에 부적절한 법안의 발의 특별법의 과다, , 

현상이 야기된다고 진단했다 오호택( , 2004).

의원 발의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의원입법의 질적 

하락의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보기도 한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의 증가를 . 

국회의 입법 기능 강화 국회의원들의 입법부로서의 인식 강화 등 긍정적인 ,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 

않은 상황에서 양적인 증가는 오히려 국회에 해가 될 수 있다 최윤철( , 

오히려 최윤철 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2012). (2012)

않은 상태에서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는 오히려 우려할 상황이라고 진단한

다 또한 의원 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중복. 

발의 등으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의원 발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성우 전학선 강장석( , 2013; , 2015; , 2016).

특히 의원 발의 법안의 질적 하락을 가지고 온 의원 발의 법안의 건수 , 

증가에 대한 이유로 전학선 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과거의 정치적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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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벗어나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하

는 생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시선을 내비췄지만 시민단체, 

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 건수로 평가하는 데에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가 기인한다고 보며 비판적인 시각도 유지했다 더 나아가 실적. 

주의에 따른 중복 법안 발의 과잉발의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최윤철, ( , 

간소화된 법률안의 발의요건 각 종 이해집단들의 적극적인 입법과2012), , 

정에의 관여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조세 법률을 중심으로 한 법률의 , 

잦은 개정 수요 최윤철 를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 2012) .

기존의 의원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영범

은 초 고령사회 대비 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2020) 3 ( , , 

법 의 사례를 분석하여 전문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의원입법의 문제)

점을 증거기반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화 시켰다 이영범 은 의원발의 . (2020)

법안 중 비용이 소요되지만 비용추계서가 없는 법안이 각각 88%, 69%, 

정도였고 비용추계서도 없고 미첨부 사유서도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92% , 

약 정도인 것을 볼 때 의원입법의 전문성이 심각한 수준49%, 76%, 38% 

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안에 대한 철학과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 

혀 없었으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장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더 나아가 특정 정당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 존재하

며 진보 보수 정당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안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 /

의안 심의의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의원들의 1. 

전문성 강화 입법지원 조직 강화 입법절차의 개선 입법요건 강, 2. , 3. , 4. 

화 의원입법 법률안의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이 있다 대부, 5. . 

분의 연구들이 의원들의 낮은 전문성이 의원입법의 질적 하락을 야기한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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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정극원 최윤철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사, 2005; , 2012; , 2012). , , 

무처 법제실 등의 입법지원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질적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봤다 김승환 홍완식 고인석 강장( , 2005; , 2008; , 2011; 

석 전학선 입법절차의 개선과 입법요건의 강화로는 중복입, 2016; , 2015). 

법 방지 정극원 입법 예고제도 실효성 확보 최윤철 의원입( , 2012), ( , 2012), 

법 발의 요건 강화 최윤철 고인석 홍완식 등을 구체( , 2012; , 2011; , 2008) 

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결책을 바탕으로 현재은. (2018)

은 의원입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원입법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

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의원입법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탐색하

였다 이 연구는 언론 및 시민단체의 정량적 평가 항목의 한계를 보완할 수 . 

있는 다양한 지표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은 현( , 2018). 

재은 은 입법 비용 분석 여부 공동발의의원 수 법안의 중복여부 법(2018) , , , 

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아동관련 법안 영유아보육, (

법 아동복지법 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 ) . 

해결책을 제시한 데 반해 이 연구는 실제 평가에 활용 가능한 계량적 지표

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은( , 2018).

의원 발의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는 입법부의 입법 

지원 조직 강화 의원의 전문성 확보 법안의 평가 등 입법부 자체적인 해, , 

결책을 제시한 데 반해 임종훈 의 연구에서는 좋은 입법 을 만들기 , (2017) ‘ ’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청부입법에 대. 

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임종훈 의 연(2017)

구는 특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임종훈 은 최근 년 동안 국회의 입법현황에 대해 의원입법의 역(2017) 20

할과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통법부. ‘

로서의 국회의 역할이 진정한 입법부로의 역할로 변화되었으며 이( )’ , 通法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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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입법을 만들어 내느냐고 좋은 입, 

법을 위해서는 행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종훈 의 연. (2017)

구에서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입법과

정을 평가하였고 그 기준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시했다 민주성은 입법, . 

과정이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 

하도록 설계하는 준거기준이며 효율성은 적은 비용으로 국익을 위해 필요, 

한 양질의 법률이 적시에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임종훈 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2017)

시했는데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공식화 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 

증진시키고 법률안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아, . 

울러 공청회의 진술인 선정 시 소관부처의 공직자를 배석시킴으로써 행정, 

부의 정보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견조. 

회 공청회 진술인 선정 등을 위해 행정부에서는 입법 컨트롤 타워 를 설치, ‘ ’

하여 행정부 차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입법에 관한 연구2. 

정부입법은 의원입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발의하여 제개정된 입·

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전학선 전학선 재인용 우리나라( , 2008; , 2017 ). 

의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데 대한민국은 헌법 제, 

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국회52 “ .”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학선( ,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2017). 

있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입법의 요소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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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가 다수다. 

정부입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입법 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 ‘ ’

것으로 정부발의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다 서복경‘ ’ ( , 2009). 

정부입법 이라는 용어를 의원입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 ’

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학문상 정부입법 혹은 행정입법 을 위임명령으로 보( )

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입법의 개념을 정부에서 정책집행을 . ‘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쳐, 

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 ( , 

터 따라서 정부입법은 정부가 제출한 입법이라 할 , www.lawmaking.go.kr). 

수 있다 전학선( , 2018).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공화국을 제외하고 대통령2

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해 왔다 전학선( , 

정부입법의 추이를 제헌 국회부터 제 대 국회까지 약 여건에서 2017). 13 100

여건 수준이었으며 제 대 제 대 국회를 제외하고 정부제출 법률안은 500 4 , 5

법률 반영이 수준이었으며 제 대 국회에는 로 의원제출 법률70% , 20 67.5%

안의 법률 반영률인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28.7% . 

제헌국회 이후 정부입법을 통해 발의 된 법안 통계 현황은 표 와 같<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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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부발의 법안 현황< 2 >

총 발의 
건수

가결
미반영 통과

율(%)총계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계류( )

제헌국회 143 109 35 - 35 - - - 76.2
제 대국회2 215 149 66 - 57 5 4 - 69.3
제 대국회3 239 91 148 - 142 6 - - 38.1
제 대국회4 201 53 148 - 147 1 - - 26.4
제 대국회5 159 43 116 - 115 1 - - 27.0
국가재건
최고회의 613 519 94 - 87 5 2 - 84.7

제 대국회6 242 200 42 - 34 8 - - 82.6
제 대국회7 291 255 36 - 32 4 - - 87.6
제 대국회8 35 34 1 - - 1 - - 97.1
비상

국무회의 270 270 0 - - - - - 100.0

제 대국회9 479 470 9 - 8 1 - - 98.1
제 대국회10 124 97 27 - 26 - 1 - 78.2
국가보위
입법회의 156 156 0 - - - - - 100.0

제 대 국회11 287 279 8 - 8 - - - 97.2
제 대 국회12 168 164 4 - 4 - - - 97.6
제 대 국회13 368 355 13 - 11 2 - - 96.5
제 대 국회14 581 561 20 - 15 5 - - 96.6
제 대 국회15 807 737 70 - 55 15 - - 91.3
제 대 국회16 595 551 44 1 43 - - - 92.6
제 대 국회17 1,102 880 219 - 216 3 - - 79.9
제 대 국회18 1,693 1,288 405 2 398 5 - - 76.1
제 대 국회19 1,093 803 289 1 288 - - - 73.5
제 대 국회20 1,094 738 356 - 356 - - - 67.5
제 대 국회21 352 175 177 - - - - 177 49.7
자료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자료 정리 일자 년 월 일* : 2021 8 21

정부입법에 관한 연구는 정부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정부입법의 존폐 또한 간헐적으로 논의되고 있, 

는 상황이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률안. 

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 시기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입법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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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사전 예고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측 가능한 법제 와 법 , ‘ ’ ‘

생활의 안정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학선 그러나 정부가 법안을 ’ ( , 2017). 

발의하겠다고 계획한대로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박균성 전학선 특히 정부입법의 경우 입( , 2009; , 2017). 

법이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때 그 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편적으로 행해지며 법질서 체계가 부족하고 입법계획 , 

준수율이 높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박균성( , 2009).

또한 의원입법의 연구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입법 전문성이 낮다고 평

가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단지 국회, 

와의 비교상황에서 일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호택 행정부 또한 입( , 2008). 

법임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오호택( , 

이러한 정부입법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부 내 입법지원을 강2008). 

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균성 김재광전학선정하명 홍완식 박균( · · · · , 2008; 

성 전학선 재인용 각 중앙 부처에는 법무담당관이 배치되어 , 2009, , 2017 ). 

있지만 대부분 정부입법은 입법전문가가 거의 없는 법령집행 주무과에서 법

령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균성 정부입법의 효율성을 ( , 2009).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안 초기 작성에서부터 정확한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전학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법제처 교육을 적( , 2017), ,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입법의 주목할 만한 문제점은 소요기간이 개월 내지 개월 이, 4 5

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전학선 정부입법의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롭고 ( , 2017). 

복잡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입법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은 . 

그 시기를 놓치면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생기

기 때문에 박인수 적절한 시기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입( , 2007) , 

법의 경우 그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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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제로는 의견수렴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박균성 규제( , 2009), 

심사와 그 이외의 여타 평가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황해봉 또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편중( , 2008). 

되면서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로 인해 법안 심사 자체도 졸속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균성 전학선( , 2009; , 2017)

정부입법의 문제점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 

정부입법의 존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는 국회의. , 

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에 대한 견제 회피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으며 , ,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 중심으로 단일화 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

을 제고하기 위한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경선박성용( · , 

2018).

유지론 측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 각 산하 조직들, 

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을 각별히 강조한다 이경선박성용‘ ’ ( · , 

앞서 분석한 바처럼 의원입법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의 질적 하락의 2018). 

원인으로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런 전문성 문제를 보완하고 . 

입법의 질적 상승을 위해 정부입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의 방대. 

한 조직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문제점을 일선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경선박성( ·

용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도 역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행정부의 , 2018).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방대한 자료나 인력풀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이 . 

추가되는 경우 양적으로 증가하여 법안심사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양적 증대는 입법심사에 임하는 의원들로 하, 

여금 다양한 법들을 비교 분석 하면서 입법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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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이경선 박성용 더 나아가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 , 2018). 

고 있지만 그 가결률은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입법이 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선박성용( · , 2018).

폐지론 측 입장의 가장 큰 골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제도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

이고 어색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경선박성용 특히 법률안 거부권을 ( · , 2018). , 

대통령에게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제출권까지 정부에 인정하는 것은 입법기

관인 국회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경선 박성용 또한 민주화 ( · , 2018). 

이전 시기 국회의 지위가 단순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

역할에 지나지 않는 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법률안 ( ) . 通法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인데 별도로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경선 박성용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 · , 2018). 

거부권은 양립될 수 없는 권한이고 두 가지 권한이 모두 행정부에 주어졌, 

을 때 그 영향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부입법에 관한 연구3. 

청부입법은 정부법률안 제출과정을 우회하여 정부가 의원에게 법률안을 

대신 제출하도록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이에 응하는 것으로서 입법부와 행정

부 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최윤철 즉 청부입법은 법( , 2012). , 

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기 때문에 청부입법의 방법으로 발의된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기 힘들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 

않은 입법은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없으며 입법 행위 자체가 부정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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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험성이 있다 청부입법의 관행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청부입법에 . 

대한 선행연구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속에서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이었고 청부입법 자체의 장 단점이라든지 내용 문제점을 분, · , 

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청부입법 자체가 법적 제도가 아. 

니라는 점과 의원입법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입법이 청부입법으

로 발의되었는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연구하기가 힘

든 소재에 속하기 때문이다 법률안 중에는 청부입법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 

어 국회의원발의 입법을 이와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다 정하용 가령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관련 법안의 경우에도( , 2017). , 청 

부입법이라는 의심은 있지만 이를 확실히 증명할 방법이 없다, .

청부입법에 대해서는 학계나 시민사회 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지

배적이다 먼저 청부입법의 대부분은 정통 관료 그룹이나 특정 공직자 내. , 

부 그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선 박성용 이러한 ( · , 2018). 

이유로 정부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세탁되어 제안되는 법률

안은 거의 압도적으로 부처 내부자들의 저의와 관익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다 이경선박성용 따라서 정부의 ( · , 2018). 

법률안 제출권이 존재함으로써 의식적으로나마 암암리에 횡횡하는 청부입법

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경선 박성용( · , 2018).

일부 행정부처는 규제신설 또는 강화 시에 자체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 정부 내 입법절차 또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회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부입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전학선 이러한 ( , 2017). 

청부입법은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거나 부처 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구, 

잡이 식 규제를 양산함으로 규제 품질의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 있다 전학선 전학선 재인용 또한 부처협의를 회피하기( , 2015; , 2017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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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일체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시키게 되어 정부입법 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

를 발생시킨다 황해봉 청부입법은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 2008). 있 

을지 몰라도 결국 정부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 

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전학선( , 2017).

하지만 규제 양산 등과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민호 는 행정부 (2020)

내 규제심사제도로 인해 우회입법이 발생한다는 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한다 실제 의원발의입법과 정부발의입법의 결과만 비교할 경우 규제심사가 . , 

적용되는 정부발의입법과 그렇지 않은 의원발의입법에서의 규제입법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민호 이민호 의 연( , 2020). (2020)

구에 따르면 의원발의를 통한 우회입법이나 청부입법이 꼭 규제 입법에 한

정된 것만은 아니며 의원입법 전체 규모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

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와 달리 임훈종 의 연구는 청부입법의 정당성(2017)

에 관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부입법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 

고자 하는 만큼 청부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임훈종

의 연구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7) . 

임훈종 은 행정부가 청부입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법안 발의의 (2017)

소요시간을 꼽았다 앞서 논의 했듯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거쳐. 

야 하는 단계는 최소 단계로서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소요시간은 짧게10

는 개월 길게는 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을 요구하는 법안의 경4 6 . 

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없으므로 초안을 준비하여 의원에게 부탁하, 

고 의원이 발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임훈종 임훈종 은 해당 연, ( , 2017). (2017)

구에서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법안은 정부의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여러 면

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헌법이 인정한 권한이며 정부의 책임소재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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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정부입법이 바람직한 일임은 분명하다 음선필( , 2012; 

임훈종 재인용 하지만 정해성 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준, 2017 ). (2016)

비한 법률안을 의원 명의로 발의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임훈종 은 이에 대해 청부입법으로 제출된 법안도 국회의 상. (2017)

임위 심사 소위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 적법한 국회 심의 , , ·

과정을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통해 법률에 반영이 된다는 점

은 같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법이 가결된다면 그것도 국회의 입법의사이. , 

기 때문에 특별히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임훈종 청( , 2017). 

부입법이 내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대할 ,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임훈종( , 2017).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모두 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제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 

들이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청부입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청부입법이 법적근거가 없. 

는 단순 관행이라는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부입법이 입법 환

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안발의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 

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청부입법에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청부입법의 장단점과 청부입법의 영향에 대해서 탐, ·

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청부입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할 .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여 앞서 제기 되었던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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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문제3  

입법 활동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과정으로 법

안 발의에서부터 심사검토 수정통과 등의 과정이 모두 엄격하게 진행되어· · ·

야 한다 사회적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 

일련의 과정인 정책은 법률로서 결정되며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따라, . 

서 법안이 졸속으로 심사되어 법률로 반영된다거나 이렇게 반영된 법률이 

사회의 포괄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률로 인해 피해자를 양산하여 법률로써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의 과정이 엄격하고 철저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 

이 의원입법의 증가가 입법부의 기능강화에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입법 자체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러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태에서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일보 . 

년 월 일 보도2020 5 20 5)에 따르면 년 월 일 하루에 접수된 법안, 2019 10 31

만 건이었다 월 마지막 째 주에 발의된 법안은 건이었다 동년 185 . 10 483 . 9

월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발의 건수가 건이라는 점을 볼 때 이례적인 100

현상이었다 월은 한 정당이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달이었으며 실적. 10 ,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한 의원이 . 

년 월 마지막 주에 발의한 법안 개 중 개는 공공기관 임원과 2019 10 26 18

5) 서울경제 관점 시간만에 뚝딱 법 같지 않은 법 쏟아내고 규제입법은, 2020.05.20., [ ]“1 ”...‘ ’  폭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740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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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공무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에 일치시킨 것으로 법률 ‘ ’

명칭만 다를 뿐 개정안 내용은 모두 똑같은 것이다 또한 제 대 국회에서 . 20

가장 많이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내에 유리천장 

위원회를 두자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규정을 모두 각 개별법에 두어 발. 

의를 하였기 때문에 소위 유리천장법 이라고 불리는 법안만 약 건이 발‘ ’ 200

의되었다 전형적인 건수 부풀리기 입법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건수 늘. . 

리기에 용이한 법안이 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비. . 

과세 감면 조항이 여개가 있으니 숫자나 일몰기한을 단순히 늘리기만 , 300

하여 법안을 발의한다 제 대 국회가 약 개월 지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 21 15

한법 일부개정법률안만 건에 달하는 상황이다313 .

의원발의 법안이 양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청부입법이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원입법 중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 된 법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그 . 

추이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청부입법 관행은 증가했을 것이다, . 

청부입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낮은 

입법 전문성을 꼽고 있다 청부입법의 관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 

것 또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낮은 전문성을 방증한다는 관점이다 국. 

회의원들의 해당 분야 전문성과 입법 능력 부족으로 최근에는 아예 해당 부

처에 법안을 만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역 청부입법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

이 관가의 얘기다6).

보통 청부입법은 행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청부입법은 보통 입법계획. 

에 없었던 시급한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거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 

적받은 사항을 급히 수정해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입법 계획을 . 

수립하여 각 절차를 거쳐 발의되어야 하는 전부개정안이라든지 제정안들도 , 

6) 서울경제 , 2014,10.28 
만파식적 청부입법‘[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

ec&sid1=110&oid=011&aid=000259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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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부 측에서는 보통 상임위원회 위원. 

장 간사 법안소위원장 등에게 법안발의를 부탁한다 자신들이 법안을 만들, , . 

어서 해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설명을 하고 발의를 해달라는 식이다 이. 

들이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 법안소위원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임위 심, 

사와 통과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부입법에 대한 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부. 

입법의 관행은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법안 발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정부 제출 법안은 더욱 철

저하게 심사해야하는 것이 이치이다 하지만 규제심사나 의견수렴 절차를 . 

회피하기 위해서 청부입법을 하는 것은 지나친 편법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부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 의문을 가지

며 시작했다 임훈종 이 주장한 대로 법안이 청부입법의 형태로 발의. (2017)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검토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입법 주체, 

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도 법안 검토 과정에서 . 

행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통과되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을 심사할 경우 행정부측 고위 관료 차관 및 청장 등 가 참석하여 법안에 ( )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 

고 통과하는 과정은 단순히 입법부만의 독단적인 권력행사가 아닌 행정부와

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 

대로 청부입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관행이기 때문에 그 형식과 절차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 분석에 따르면 의원입법과 정부입

법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행정부와 . 

입법부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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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청부입법 또한 제. 

도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입법 환경의 개선은 복잡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라 각 법안 발의 형태에 따른 현재 문제점과 

해결책 및 쟁점들은 아래의 표 과 같다< 3> .

표 입법 형태 별 현황 및 쟁점< 3> 
입법 형태 현황 및 문제점 해결책 대안 쟁점 등/ /

의원 입법

- 기하급수적 법안 발의 건수 증가

- 법률 반영 비율 저조

- 실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 발의 중복 발의, , 

과잉발의로 인한 효율성 저하

- 의원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법안의 질적 수준 하락

- 국회의원들의 입법 전문성  및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등의 , 

입법지원 조직 강화

- 중복입법 방지 입법예고제도 , 

실효성 확보 등 입법절차의 개선

- 의원 발의 입법요건 강화

- 의원입법 법률안의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 좋은 입법을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

정부 입법

- 정부입법계획 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입법업무를 담당할 전문가 부족

- 소요시간이 길고 절차가 

까다로워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정부 법률안 제출 시기가 

편중되어 있어 졸속 심사 우려

- 정부입법의 질적 강화를 위해 

행정부 내 입법지원 강화

-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법제처 교육 활용, 

- 존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찬성: ‣ 정부의 전문성을 통한 입법의질적   

상승  , 의원입법의 대안으로 활용 가능

반대: ‣ 대통령제에서 이례적인 제도,  

  법안제출권과 거부권은 양립할 수 없음

청부 입법

- 법률안 중 청부입법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 청부입법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 입법절차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

- 정부 스스로 헌법적 권한 포기

-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의 

낮은 전문성을 방증

- 신속을 요구하는 법안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없으므로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

- 정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정부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청부입법이 내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입법의 효율성 , 

측면에서 반대 할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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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발의된 법안이 법률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 있고 정부의 정책 집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다, . 

따라서 입법 상황의 문제점들에 대해 규범적이고 개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기보다는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국민 실생활을 책임지는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일련

의 입법 과정은 입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거나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인 청부. 

입법 관행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부 청부입법을 긍정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는 연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청부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을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청부입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 

다는 법안의 질적 향상과 시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방

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부입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으. 

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

여받기 어렵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를 규제하는 ,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부입. 

법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는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 된 법안이 입법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부입법이 가지고 있. 

는 긍정적인 요소가 입법 환경에 적절히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청부입법을 탐. 

색적으로 평가해보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이외의 법안발의 절차로서 제도

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부입법을 평가하고 청부입법 행위 자체에 정당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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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청부입법을 분석하기 위해 청부입법이 이루어지는 법안들의 주. , 

요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부입법의 특성을 분석해야 청부입법이 언론. 

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도 청부입법 관행이 유지되는 원

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부입법의 내용적 특성으로는 규제법안. , 

사업법안 예산법안 등이 있을 것이며 형식적 특성으로는 일부개정법률안, , , 

전부개정법률안 특별법안 제정법안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부입법의 , , . 

통과율이 기존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통과율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연구문제들을 행정부 공무원과 입법부 국회의원 보좌진. 

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의 특성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부입법을 진행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 

시각으로는 행정부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부입법을 사용한

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입법부는 법안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 

족해 양질의 법안을 만들 수 없으며 단순히 청부입법을 통해 실적을 부풀린

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청부입법은 없. 

어지지 않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주장까지 있는 현 상황, 

에서 청부입법 관행이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행. 

정부는 왜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며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이, 

러한 부탁을 어떤 원인 때문에 들어주는지 분석해보면 청부입법이 입법 환

경에서 필요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의원입법에 주요 비판적인 시각은 입법의 질적 하락이다 수준 . . 

낮은 그리고 재탕 삼탕 의 법안들이 무수히 많이 발의되고 있는 입법 현, ‘ ’, ‘ ’

실에서 청부입법이 입법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오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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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부입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 더 , , 

나아가 청부입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부입법의 긍정적인 요소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1 > 청부입법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 연구문제 청부입법의 내용적 특징은 어떠한가1-1 : ?

- 연구문제 청부입법의 형식적 특징은 어떠한가1-2 : ?

- 연구문제 청부입법의 통과율은 정부발의 의원발의 법안보다 높은가1-3 : , ?

연구문제 행정부와 입법부는 어떤 이유로 청부입법을 진행하는가< 2 > ?

연구문제 행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에게 부- 2-1 : 

탁하는가?

연구문제 - 2-2 : 법안발의를 부탁할 때 의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입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행정부의 법안발의 요청을 들- 2-3 : 

어주는가?

연구문제 행정부와 입법부는 청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4 : ?

연구문제 청부입법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 ?

연구문제 청부입법이 입법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3-1 : ?

- 연구문제 청부입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3-2 : ?

- 연구문제 3-3 : 청부입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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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방법4 

제 절 조작적 정의1 

연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할 단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행했

다 첫째로 의원입법 이란 국회법 제 조제 항. ‘ ’ 79 1 7)에 따라 국회의원 인 이10

상의 찬성을 통해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하는 입법과정을 말한다 둘째 정. , ‘

부입법 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 ‘

원입법 과 대비되는 용어로써 헌법 제 조’ 52 8)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

제출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정부 명의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

과정을 지칭한다 셋째로 청부입법 이란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작성하. ‘ ’

여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부탁하여 실제 정부명의가 아닌 의원명의로 법안이 

발의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특히 청부입법 이란 단어는 제도적이. , ‘ ’

거나 학술적인 용어가 아닌 만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련의 행위가 우‘

회입법 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부입법 이라는 의미가 부정적’ . ‘ ’

인 시각을 주기 때문에 우회입법 이라고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 임훈종‘ ’ ( , 

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2017) , 

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청부입법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 

7) 국회법 제 조제 항 의원은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79 1 ) 10 .「 」 
8) 대한민국헌법 제 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52 ) .「 」 



- 32 -

제 절 분석 대상2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과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으로 설정

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명의로 법률안이 발의되기는 하지만 그 . , 

실무적인 역할은 대부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회 내. 

에서는 법안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법률안 작성 법제실 검토 법률안 발의, , 

까지 실무 과정들을 모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법안 심사나 표결과정을 제외한 법률안 작성부터 발의까지 입법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익숙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 

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부입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보좌진들이 행정부

처 공무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발의 할지에 대한 차 결정을 한 후 , 1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국. 

회의원의 청부입법에 대한 인식보다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청부입법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청부입법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 

하고 있는지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청부입법은 보통 행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 행정부를 얼마나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당. 

의 경우 행정부를 전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긍정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야당의 경우에는 행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어 청부입법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최대한 여당. 

과 야당을 나누어 분류하고자 시도했다. 

중앙행정부처는 사무관과 서기관 급의 공무원들을 분석 대상으로 모집했

다 사무관 서기관 등이 주무과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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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법안 발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청부입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년 이상의 경력5

을 가진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들을 위주로 데이터 모집을 진행했다 또한 .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위주로 데이터를 모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앞서 , 

선행연구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법률안 작성

을 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청부입법을 할 경우에도 법무담당관보다는 , 

주무부처에서 직접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입법과 청부입법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 절 데이터 수집3 

데이터 수집은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야당국회의원 보좌진 각 . , 3

명을 선별하여 총 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행정부처 공무원은 사회6 , 

부처 공무원 경제부처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총 명에 대해 진행했다, 5 .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현재 여당이지만 그 이전에는 야당인 경우 또는 , 

현재는 야당이지만 그 이전에는 여당이었던 보좌진들을 대상자로 선정해보

고자 노력했다 집권 유무에 따라 청부입법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지를 분석. 

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의 경우 사회부처와 경제부처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

뷰 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했다 이 중에서도 직급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 

직급과 연차에 대한 차이를 두고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프로필은 표 와 같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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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청부입법의 인식에 대

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먼저 법안발의 형태에 따라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원입법 정부입법 청부입법 형태별로 , , 

법안의 내용 형태 형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문을 만들었다 또한 청부입, , . 

법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입법부의 경

우 집권 여부가 청부입법을 진행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기 위해 질문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했다 행정부의 경우 청부입법을 계획. 

하는 단계와 입법부의 경우 청부입법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더 나아가 청부입법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부처의 정책 설계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표 심층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국회의원 보좌진< 4-1> ( )

구분 근무경력 직급 정당 특이사항

A 년12 급 비서관5 더불어민주당 보수당 경험

B 년5 급 비서관5 더불어민주당

C 년5 급 비서6 더불어민주당

D 년13 급 보좌관4 국민의힘

E 년 개월1 6 급 비서관5 국민의힘

F 년7 급 비서6 국민의힘

표 심층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 4-2> ( )

구분 근무경력 직급 부처 비고

G 년5 급 사무관5 사회부처

H 년 개월9 8 급 서기관4 경제부처

I 년 개월6 1 급 사무관5 경제부처

J 년 개월4 1 급 사무관5 경제부처

K 년9 급 서기관4 사회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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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정부부처의 경우 전년도에 법안을 발의할 . 

계획을 세워놓기 때문에 청부입법이 정부 명의로 발의하고자 했던 법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청부입법의 역할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했

으며 끝으로 청부입법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인터뷰 질문의 구성 틀은 표 과 같다< 5> .

인터뷰는 국회 보좌진과 행정부 공무원에게 각각에 맞춰 준비된 질문으로 

진행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청부입법이 입법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 

미치는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세분화하여 구성했다 또. 

한 의원입법과 청부입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의 순서를 의원입법

에서 청부입법내용으로 배치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청부입법을 진행하. 

는 주체이기 때문에 청부입법의 내용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구, 

표 인터뷰 질문 구성 틀< 5> 

구분 구성

입법형태 별 

차이
의원입법 정부입법 청부입법 간의 내용 형태 형식 등의 차이, , , , 

청부입법 유형 규제 법안 사업집행을 위한 법안

정치 성향 별 여당 야당

청부입법 결정 

요인
법안 내용 시급성 여론 실적

청부입법의 영향 입법의 질 향상 의정활동 정책 설계 정책 집행

입법부 행정부 /

관계
긍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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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 청부입법을 진행하는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질문

들을 세분화 하였다 끝으로 청부입법이 입법부와 행정부 각각에 미치는 . ,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들을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청부입법이 , 두 기관

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도 배치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은 표 과 같다< 6> .

표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국회의원 보좌진< 6-1> ( )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고 현재 직급은 어떻게 되시나요1. , ?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요2. ?

그 동안 몇 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일을 했나요3. ?

보통 년에 법안발의는 몇 건 정도 하셨나요4. 1 ?

법안 발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4-1. ?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어떻게 얻는 경우가 많은가요 4-2. ?

법안을 발의 하면 어느 정도 비율로 통과되나요 4-3. ?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해보셨나요5. ?

어떤 과정을 통해 청부입법이 진행되나요 5-1. ?

청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5-2. ?

청부입법의 내용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규제 법안이 많은가요  5-2-1. ? ?

청부입법의 경우 의원입법보다 시급한 내용인가요  5-2-2. ?

어떤 형식의 법안들이 주로 청부입법으로 발의되나요 개정안 전부개정안 특  5-2-3. ?( , , 

별법안 제정안 등, )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보다 청부입법이 통과가 더 잘되나요  5-2-4. , ?

청부입법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5-2-5. ?

집권 여부가 청부입법을 발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나요 5-3. ?

여당일 때 청부입법을 더 많이 요청 받나요  5-3-1. ?

청부입법을 요청받는 데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5-3-2. ?

행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나요6. ?

 6-1. 법안의 내용과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 청부입법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나요 , ?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청부입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6-2. ?

여론이 좋지 않지만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2-1. ?

청부입법을 고려할 때 법안 발의 실적도 고려하나요 6-3. ?

행정부에게 법안을 부탁하는 역청부입법 도 요구한 적이 있나요  6-3-1. ‘ ’ ?

청부입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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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보고할 경우 청부입법이라고 보고하나요  6-4-1. , ?

그럴 경우 국회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6-4-1-1. ? ? ?

청부입법 결정에 미치는 기타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요 6-5. ?

청부입법은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7. ?

청부입법이 입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7-1. ?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7-1-1. ?

청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7-2. ?

청부입법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7-3. ?

  7-3-1. 청부입법을 할 경우 지역구 사업이라든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나요, ?

  지역구 사업 및 예산 이외에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7-3-2. ?

청부입법이 시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나요 7-4. ?

  7-4-1. 시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청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나요  7-4-2. ?

청부입법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8. ?

입법부와 행정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8-1. ?

정책과정 혹은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8-1-1. ?

그런 관계 설정에 청부입법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8-2. ?

청부입법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에 대한 정도 차 8-3. 

이가 있나요?

청부입법을 해보신 사례 혹은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던 사례가 있나요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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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 6-2> ( )

행정부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고 현재 직급은 어떻게 되시나요1. , ?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요2. ?

그 동안 어느 부처 혹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나요3. ?

정부명의로 법안발의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4. ?

정부입법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4-1. ?

정부입법은 어떤 내용을 주로 진행하나요 4-2. ?

정부입법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통과되나요 4-3. ?

청부입법을 계획하여 법안을 발의해보셨나요5. ?

어떤 과정을 통해 청부입법이 진행되나요 5-1. ?

청부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5-2. ?

청부입법의 내용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규제 법안이 많은가요  5-2-1. ? ?

청부입법의 경우 정부입법보다 시급한 내용인가요  5-2-2. ?

청부입법의 경우 법안 시행일이 정부입법과 큰 차이가 있나요  5-2-3. ?

청부입법이 정부입법보다 통과율이 더 좋은가요  5-2-4. ?

그런 경우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 통과율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5-2-5. ?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3. ?

단순히 정부입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진행하나요  5-3-1. ?

부처 특성 별로 청부입법의 시도가 달라지나요 5-4. ?

부처의 어떤 특성이 청부입법을 계획하는 데에 달라지나요  5-4-1. ? 

법안발의를 입법부에 요청할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나요6. ?

청부입법을 할 때 부처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나요 6-1. ?

  6-1-1. 청부입법을 할 경우 주무부서에서 청부입법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하나요?

장관 혹은 차관이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하라고 지시를 하나요  6-1-2. ?

법안의 내용이 청부입법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나요 6-2. ?

규제법안일 경우 청부입법을 더욱 많이 시도 하나요  6-2-1. ?

어떤 내용의 법안들이 청부입법으로 주로 발의되나요  6-2-2. ?

입법의 시급성이 청부입법을 결정할 때 크게 작용하나요 6-3. ?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6-3-1. ?

법안 발의를 요청할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나요 6-4. ?

보통 집권 여당 의원에게 요청을 하나요  6-4-1. ?

야당 의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6-4-2. ?

상임위 위원장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에게 청부입법을 할 경우 통과율이 더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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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석방법4 

인터뷰 답변에 대한 분석은 청부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과 행정부처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연구문제에 맞추어 청부. 

입법의 특성 요인 영향 분석에 대해 비교분석 했다, , .

청부입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는 특성 때문에 의원입법과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되는 법안을 각각 구분하기가 힘든 점이 있다 이에 공식 기록. 

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부입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국회의·

원 보좌진과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보통 어떤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

높은가요?

청부입법을 요청 했을 때 거절 된 경우도 있나요 6-5. ?

어떤 이유로 보통 거절되나요  6-5-1. ?

그럴 경우 다른 의원에게 다시 요청을 하나요   6-5-1-1. ?

청부입법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데에 미치는 기타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요 6-6. ?

청부입법은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7. ?

청부입법이 입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7-1. ?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7-1-1. ?

청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7-2. ?

청부입법이 행정부의 정책설계 및 정책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7-3. ?

  7-3-1. 청부입법을 통한 법안 발의가 즉각적으로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영향을 주나요?

  청부입법을 하면 법률안 반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나요7-3-2. ?

국회의원이 청부입법을 진행할 경우 부처 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 7-4. , 

나요? 

청부입법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8. ?

입법부와 행정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8-1. ?

정책과정 혹은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8-1-1. ?

그런 관계 설정에 청부입법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8-2. ?

청부입법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에 대한 정도 차 8-3. 

이가 있나요?

청부입법을 해보신 사례 혹은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던 사례가 있나요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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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분석하여 청부입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청부입법이 규. , 

제심사와 부처 간 이견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된다는 비판에 대해 

청부입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규제 법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만 통과율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 . 

청부입법은 의원입법의 한 형태로 발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의

원입법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부입법의 통과율과 관련한 분석. 

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보좌진들이 인식하는 통과율의 경향을 파악하여 분석했다.

또한 행정부는 어떤 이유로 청부입법을 발의하며 입법부는 이러한 청부, , 

입법 형태를 어떤 이유로 수용하는지를 분석하여 청부입법이 진행되는 원인

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회 보좌진들을 여당 야당으로 구분지어 인터뷰 답. , 

변을 분석하고 행정부처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디에 청부입법을 자주 요청, 

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아울러 청부입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입법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분석

을 했다 또한 정책 환경에 대한 영향은 청부입법이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정과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더 나아가 청부입법,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런 청부입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바탕으로 청부입법이 갖고 있는 절

차적 정당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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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결과5 

제 절 청부입법의 특성1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의 특성들은 내용적 측면 형태적 측면 통과율‘ ’, ‘ ’, ‘

적 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에 년에 발의 되는 법안 건수가 수 만 ’ . 1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적 측면 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 ’ . 

만 청부입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내용적 측면 을 구분하기 위해 법안의 ‘ ’ ‘

시급성 정도 와 규제법안의 여부 를 중심으로 청부입법의 내용적 경향성에 ’ ‘ ’

대해 파악해보았다 형태적 측면 으로는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이 . ‘ ’

일부개정안 인지 전부개정안 인지 제정안 인지로 구분하였다 통과율적 ‘ ’ , ‘ ’ , ‘ ’ . ‘

측면 으로는 청부입법의 통과율을 정확하게 수치를 통해 측정하기 어려운 ’

측면이 있어 입법부 보좌진과 행정부처 공무원이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과 

청부입법을 비교했을 때 청부입법이 통과가 더 잘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청부입법은 행정부에서 의도하는 법안을 의원에게 부탁해 의원입법, 

의 형태로 발의되기 때문에 이를 의원입법 내에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청부입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법안 발의 형태와 같이 청

부입법만이 가지는 독특한 발의 절차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청. 

부입법은 두 가지 비공식적 절차에 따라 발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 

행정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행정부에서 직접 법안을 만들어 의원실에 부탁한 뒤 발의가 된다. 

이러한 개정 사안은 정부입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해당 부처의 장차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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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국장들의 판단을 통해 청부입법으로 진행한다· .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게 빠르겠다 아니면 청부 입법으로 하는 게 “ . 

좋겠다 그 의원이 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밀어줄 거다 이렇. . 

게 장차관님이나 실국장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 .” (

무관 G)

그 다음으로는 국회 상임위 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법

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법안을 행정부에서 만들어 그 문제를 지적한 

의원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부탁하는 것이다. 

“지적받은 사항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회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 

분 지적을 하면 그게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 …

저희가 개선 방안으로 만들어서 가죠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해결 . ,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법안 발의도 함께 부탁하는 거죠 서. .” (

기관 H)

약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과 비교해 볼 때 청부입법은 10

그 절차가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청부입법이 발의되는 과정은 다음 그림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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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의 내용적 특성1. 

청부입법의 내용적 특성으로는 의원입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에 청부입법이 정책의 시급한 측면을 다룬다는 의견과는 차이가 있었

다 청부입법이 시급한 내용들을 다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 

하였으나 모든 청부입법이 시급한 정책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 점을 볼 때 , . 

단순히 청부입법이 시급한 정책을 다룬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의원입법 및 정

부입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청부입법 내용도 당연히 시급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의“ , 

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행정입법 정. (

부입법 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밟는 데에 )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랑 의원실의 니즈가 맞아서 

그림 청부입법이 발의 되는 과정< 1> 
과정 1

행정부 
문제인식

→
법안개정
판단

→
청부입법 
결정

→
의원실 
법안 발의 
부탁

→
법안 
발의

과정 2

국감 및 
상임위 
회의 지적

→
법안개정 
판단

→
의원에게 
개선방안 
보고

→
의원실 
법안 발의 
부탁

→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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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거죠 보좌진 .” ( B)

시급한 내용은 보통 다루긴 하죠 왜냐하면 사전 평가들이 있으니“ . 

까 의원입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상. 

정시키고 숙의과정 거친 다음에 바로 소위로 넘어가서 토론을 진행

하니까 입법 절차 면에서는 정부입법보다 빠르면 개월 안에 끝, ( ) 6

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속성 때문에 시급한 내용. 

들이 오기도 하죠 보좌진 .” ( C)

시급한 사안은 아니고 쟁점사안도 아닌 법안을 청부입법을 통해 “ , 

발의했기 때문에 꼭 시급한 사안만 청부입법을 통해서 발의하는 ,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E)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의 내용일 경우에 청부입법을 많이 사“

용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F)

시급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 . 

정부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랑도 굉장히 지난한 부처 이견 해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부처 이견 해소가 정말 단 한 부처도 이견이 

있으면 그 다음 절차로 갈 수가 없거든요 법제처에서 그거에 되게 .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부입법은 그냥 의원실에서 

의지만 갖고 발의만 하면 되니까 발의하고 상임위에 상정이 쉽게 .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급성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 

는 것 같아요 사무관 .” ( G)

모든 법안이 시급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시급한 법안들“ , 

은 청부입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한이 있는 것. 

은 아니고 모든 법안이 청부입법 대상이 되는 거죠 서기관 .” ( K)

특히 법안의 시급성 측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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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판단

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딱히 규제법안은 아니었고 의원입법이랑은 “ ,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 

법인 건데 이 또한 의원입법이랑 시급성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 

같고 이게 의원들이 어떻게 지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급성은 ,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보좌진 .” ( A)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입법을 대부분 의원에

게 부탁하여 발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청부입법의 내용이 규제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법안이 청부입법을 통. 

해 다수 발의된다는 경향성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으며 시급성 측면과 마찬, 

가지로 다양한 법안들이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 되고 있었다 한 국회의원 . 

보좌진은 법안의 대부분이 규제법안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이

기도 했다.

내용적으로 행정부에서 법을 가지고 오면 더 방대한 내용들이 많“

이 담기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조건 규제하려는 법안만 있는 . 

게 아니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있어요 보좌진 .” ( C)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사실상 발의하기는 쉽지 않죠 청부입법의 “ . 

특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입법 자체가 대부분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 

개선하겠다고 나온 법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법안으로 구성

될 수밖에 없어요 보좌진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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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은 규제입법의 경우 정부입법을 통해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부입법이랑 청부입법의 내용적 차이로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

지만 오히려 정부입법이 규제법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용, . 

적인 차이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시급한 내용을 다루는 경

우가 많죠 서기관 .” ( H)

청부입법이라고 해서 규제 법안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도 아니기 “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 ’

것 같습니다 사무관 .” ( I)

규제법안은 주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부“ . 

입법의 내용은 주로 지역구 민원해결 국민 지원 시급한 개정 요소, , 

들이 주를 이룹니다 지역구 민원인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 

어떤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법을 저희가 만들어가서 발

의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 문제 해. 

결하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무관 .” ( J)

또한 청부입법의 내용적 측면 중 기타 내용으로는 청부입법이 여론 수렴 

측면에서 강화된 내용이라는 것과 행정업무에 디테일한 부분이 포함된 점 

등이 있었다.

청부입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정부 조직 내에서 국민 생활에 “

어떤 불편을 끼치는 면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준

비를 해오는데 아무래도 여론 수렴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청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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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의원입법보다 강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좌진 .” ( D)

의원실에서 의원 입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행정 업무에 디테“

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경우, 

가 많은데 그에 반해서 정부에서 의원입법 통해 발의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아주 소상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E)

청부입법의 형식적 특성2. 

청부입법의 형식적인 특성 또한 의원입법과의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의. , 

원입법도 일부개정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부입법 또한 일

부개정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 또한 청부, 

입법 형태로 발의되는 상황이다 형식적 특성에는 국회 보좌진들과 중앙부. 

처 공무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형식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 아무래도 개정안이 제일 많았고 전부 “ , , 

개정안도 있었고요 보좌진 .” ( A)

형식적인 면에서는 의원입법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전면 “ . 

개정안이나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부처 쪽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을 만들면 의원실에서 혼자 법을 뜯어 보. 

기 쉽지 않거든요 보좌진 .” ( B)

저는 개정안을 발의 했고 생각해보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 ,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좌진 . ( E)

형식적인 면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개정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 

요 제정안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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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슨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법 만들 때 제정법을 많이 의.. 

원을 통해서 발의 합니다 사무관 .” ( I)

개정안이냐 제정안이냐 같은 형식은 크게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서기관 .” ( J)

비율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많죠 의원발의 법안도 “ . 

개정안이 많은 것처럼 청부입법도 개정안처럼 간단히 고칠 내용들

이 다수인 것 같고 법이 너무 오래 됐다거나 그럴 때 전부개정안, 

을 청부입법으로 추진한다던지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서기관 ( K)

형식적인 특성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제정안 등

이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된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 등을 새로 설립하는 . 

국정과제의 경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입법

으로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시간적 측면과 규제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된다는 것이다.

형식의 경우에는 개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와요 제정안부터 “ . 

시작해서 개정안들까지 다 오기 때문에 청부 입법의 어떤 특성을 

식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 

어 상임위에서 공사법 제정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정안인. 

데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보좌진 .” ( C)

주로 형식적인 면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개정안이 주로 “ . 

오지만 예를 들어 해양진흥공사 만들 때도 공사 설립이 국정과제,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으로 제정안을 발의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의원실 통해서 발의를 했거든요 공사 설립은 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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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인데 비용추계나 타당성 조사 다 없이 심사를 했던 기, 

억도 납니다 보좌진 . ( F)

청부입법의 통과율적 특성3. 

청부입법의 통과율적 측면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지속적으

로 언급했듯이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 되는 법안을 의원입법과 구분하기 물

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청부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

의되었고 통과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통과율의 정확한 , 

수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통과율에 대한 분석. 

은 국회의원 보좌진과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청부입법이 다른 형태의 법안‘

보다 통과가 더 수월할 것 같은지 또는 어떤 형태의 법안이 더 통과가 잘’ ‘

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 

일반적으로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에서 정부가 해당 법안

에 대해 반대 일부수용 수용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의 의견을 ‘ , , ’ , 

토대로 법안의 통과여부가 정해진다 이런 입법 환경으로 미루어 볼 때 정. 

부의 의도대로 발의 된 청부입법의 경우에는 정부가 법안소위원회 법안 심

사 과정에서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 과정에서는 통과가 수월할 것

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만든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의원 발의가 되“

면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을 심사 할 때 찬성 의견을 이제 적극적( ) 

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청부입법이 조금 , 

더 쉽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런 것도 이제 법사위나 이런 데 가서, 

는 똑같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임위 단계에서는 통과가 더 . 



- 50 -

빠른 것 같긴 해요 보좌진 .” ( A)

아무래도 부처가 자기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청부입법 뿐만 아니라 “

부처랑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법안 통과율이 높겠죠 법안소위에 . 

가서 마지막에 각 부처의 입장도 담거든요 거기서 물어봐요 부처. 

입장을 근데 부처가 끝까지 반대하면 그 법은 통과하기가 어렵죠. . 

그러니까 청부입법은 부처가 필요해서 만든 법이니까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통과하기가 수월하죠 보좌진 .” ( B)

통과는 더 빨리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입법이 정부 동의 없이는 “ .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소수의 쟁점 법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정부 측에서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 

입법이 되느냐 마느냐가 거의 결정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청부, (

입법 정부가 의도한 대로 발의가 되는 거고 하니까 보좌진 ) .” ( C)

아무래도 정부가 스스로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발의를 하는 거기 “

때문에 여야간 쟁점이 되지 않는 한 정부 스스로 반대하지 않는 ·

법이니까 통과율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좌진 .” ( D)

이게 청부입법이 결국은 뒤에 정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법“

안 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의원 입법보다는 통과율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좌진 .” ( E)

보통 의원입법과 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

법안이고 비용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정해진 , 

상태로 오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좀 짧고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 

장점이 있죠 보좌진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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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부처 공무원들도 청부입법의 통과 경향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

각을 갖고 있었다 국회와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아무래도 강.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부입법이 여타 형태로 발의된 법안보다 통과하기

가 쉽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정부입법보다 청부입법이 통과율이 더 높죠 아무래도 정부입법의 “ . 

경우에는 야당한테 잡힐 수도 있는데 같은 내용이더라도 의원입법

으로 발의 되면 의원들끼리 협의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통과율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서기관 .” ( H)

국회에서 직접 발의한 거기 때문에 통과의지가 오히려 정부입법보“

다 높을 것이고 정부 의도대로 진행된 법안이라 정부도 딱히 반대

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만 되면 바로 통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 .” ( I)

소관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면 의원님들이 무리해서 밀어붙이시지“

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청부입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만든 거니. 

까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 거죠 .… 정부가 반대 의견을 안 내니까 .…

그래서 이제 실국장들이 간사 의원님들 찾아가서 법안 좀 상정 시·

켜달라고 협의하기도 하고 하죠 사무관 .” ( J)

정부 이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경우에 빨리 “ , 

처리가 되긴 하죠 그런 점에서 청부입법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 

조율하고 이견이 없는 것들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수월하게 통

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기관 .” ( K)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각 부처 의견 조율이 “

모두 된 채로 발의가 되다보니까 더 통과가 잘되는 것 같은데 상, 

임위 기준으로 보면 청부입법도 비슷한 수준으로 통과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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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서기관 .” ( K)

상임위 법안 심사의 경우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 했냐가 중요하다는 의

견도 있었다 정부입법의 경우 야당에서 꼼꼼하게 보지만 의원입법형태로 . , 

발의되면 의원들의 이름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부입법이 통과가 쉬

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청부입법이 통과가 당연히 의원입법보다는 잘 되고 정부입법 형“ , 

태로 발의 되면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입법을 통해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통과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발의가 되느냐 특히 법안소위. .. , 

에 들어온 의원이나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심사 

하는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보좌진 .” ( F)

하지만 법안 통과의 경우에도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부

입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었다 청부입법이 통과가 쉽다. 

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와는 달리 청부입법의 통과율이 유의미할 만큼 

높은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한 인식은 있지만 정확하. , 

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청부입법이더라도 해당 법안에 이해관. 

계자의 문제가 걸려있거나 여야 쟁점이 있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사람들이 청부입법 통과율이 더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 , 

제 통과율이 더 좋은지는 저희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인. 

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장이나 국장님 내지는 장 차관님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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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실 한번 부탁해봐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진행되긴 하거든’ 

요 사무관 .” ( G)

정부가 찬성하면 보통은 처리가 되지만 그래도 이해관계인이 껴 “ ,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인들이 어떤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될 경우 이해관계‘

인들이 피해를 본다 라고 하면 그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반대할 수 .’

있는 성향의 의원들을 찾아가서 반대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한 입법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에 . 

영향을 미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반응 하

는지에 따라서 각 당의 입장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통과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좌진 .” ( C)

청부입법 같은 경우에 정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 쟁점이 있냐“

에 따라 크게 통과율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여당에게 발의, 

를 부탁하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면 숫자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 

들어서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법을 저희 당에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 

근데 이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거지만 누가 봐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숫자에서 밀리다보니 , 

결국 통과가 된 것이죠 보좌진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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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청부입법 발의 요인2 

행정부의 요인1.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 

만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 

발의하는 형태인 청부입법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부입법은 보통 행정부의 주. 

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 자체적으로 청부입법, 

을 결정하고 있었다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정부부처가 정부 명의로 법안을 . 

발의할 경우 진행되는 규제심사나 법제처 심사 부처 간 갈등 회피 등을 원, 

인으로 청부입법 형태를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9) 물론 이러한 원인도  

청부입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지만 인터뷰 결과 청부입법을 선택, 

하는 원인들은 다양했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 간소화와 타 부

처 이견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부에서는 청부입법 형태의 법안 발

의를 사용하고 있었다. 

부처 이견이 많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청부 입법 계획을 좀 세“

우는 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확장해서 다른 부처들이랑 . 

9) 서울경제 만파식적 청부입법 정부 발의 법안은 입안 이후 관계부처 협 , 2014.10.28., [ ] , “
의 공청회 규젝혁위원회 심사 등 총 단계를 거치기에 통상 개월에서 년이 걸린다, , 10 6 1 . 
반면 의원입법은 법안작성 의원서명 국회제출까지 단계만 거치게 돼 빠르면 개월 안에- - 3 1
도 법안 제출이 가능해 부처에서는 입법 우회 통로로 청부입법을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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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관이 많이 겹칠 때 청부입법을 많이 시도할 수 있겠죠 사.” (

무관 G)

절차 간소화나 시간적인 면에서 빠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는 가장 큰 문제가 타 부처나 단체 이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타 부처 이견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업 같은 경우에 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하면 환경부가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계속 해달라고 . 

하니까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부처 입장에

서는 법을 통과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무관 .” ( I)

같은 맥락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주무부처가 의도한대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청부입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입법으로 진행할 경우 정부 협의 단. 

계에서 부처가 의도한 법안이 수정되고 주요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정부입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있“

고 소요기간도 길다보니 이게 정부입법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요, ( ) . 

특히 이제 여러 기관 협의를 거치다보면 부처에서 의도한 주요 조

항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정되거나. . … 그러면 이제 부처가 

의도한 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청부입법을 

많이 하게 돼요 사무관 .” ( J)

하지만 이런 요인과 함께 행정부는 통과율도 고려하여 청부입법을 사용 

한다고 했다 단순히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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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과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청부입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청부 입법은 정부 부처에서 일단 수행을 하고 싶은데“ , 

통과율을 높이고 싶거나 할 때 청부입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요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통과율도 높아지기 때문. 

에 법안에 대해서 잘 대변을 해줄 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기대 

때문에 청부입법을 하거든요 사무관 .” ( G)

절차 간소화도 청부입법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제가 생각 했“

을 때는 통과 가능성이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부입법. 

이 통과가 잘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될 법들은 청부입

법으로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서기관 .” ( H)

이제 아무래도 통과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정부입법은 야당에“ . 

서 막을 가능성이 꽤 커요 아무래도 정쟁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 , 

면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임위. 

에 그대로 계류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답답하죠 그래서 . 

이제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하면 아무래도 발의한 의원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하니까 청부입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 (

기관 K)

비슷한 맥락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다 국정과제는 정부. 

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인데 이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야당의 , 

반대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통과를 위. 

한 하나의 방법으로 청부입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국정과제 같이 추진 일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신속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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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한 법들이 있는 거죠 그 기한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청. 

부입법으로 추진을 하고 아무래도 국정과제면 여당의원들이 잘 . …

받아주니까 정부입법으로 가기에는 야당 의원들 문제도 있고 해

서 청부입법으로 해서 시한을 맞추는 거죠 서기관 . .” ( H)…

특이할 만 한 점은 장관의 성향도 청부입법을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 

있다 이에 정치인 장관일 경우에 동료의원 등에게 직접 법안을 부탁하기도 . 

한다는 것이다. 

전 장관님이 국회의원이다 보니“ .… 청부입법을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관의 성향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전 . . 

장관님께서는 부처에 쌓여있던 수많은 과제들을 청부입법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 뭐 그대로 통과된 경우도 있었고 위원회에서 손질 

돼서 통과된 경우도 있고요 계류되어있는 법도 있기도 하죠. .” 사(

무관 G)

청부입법의 원인은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회. 

의원 보좌진들이 인식하기에 행정부에서 직접 개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

우에 청부입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사전평가 등을 피하기 위한 , 

수단으로 많이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

었다.

국방위에 있을 때 예술체육 요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 . 군에서는 

폐지하고 싶었었는데 정부가 하기에는 좀 부담 있었던 거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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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정부에서 이제 예술체육 요원 문제점 가지고 오면 의원실에

서 문제점을 띄우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랬던 적도 있죠 보좌진 , . .” ( F)

정부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요되는 기간도 그렇고“ ,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경우에 아무래도 의원 입법이 우선 

하는 경우도 많고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서 소위에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법안 처리 속도도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일종의 법안 통과 패스트트랙 이라고 정부에서는 생각‘ ’ ( ) 

할 수도 있겠죠 보좌진 .” ( E)

정부는 보통 연초에 입법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정부입“

법을 발의하는데 거기에 없던 이슈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이런 것, 

들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들 정부입법 절차를 축소시켜야 할 경, , 

우에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보좌진 .” ( F)

특히 앞서 살펴본 부동산 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청부입법을 통해서 발의, 

되었다고 한다 시간적으로 급하기도 하며 규제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국. , 

토부에서 청부입법을 중점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좀 의원입법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편이라“

서 부처에서 의원실로 법안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에서 공급 대책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 개정들2.4

이 사실 필요했거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 

정부에서 발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나 사전 평가나 이런 거 좀 

받아야 하니까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입법을 많이 추진하

죠 보좌진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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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처 간의 이견을 피하기 위함으로 청부입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느

끼고 있었는데 부처 간의 비공식적인 서열에 의해 힘이 없는 부처들이 청, 

부입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힘이 있는 부처에 법안이 지속적으로 막. 

히다보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

부처에도 어떻게 보면 랭킹이 있잖아요 힘 있는 부처와 힘없는 “ . 

부처 간 갈등이 있으면 이제 힘없는 부처들은 정부입법을 하면 부

처 이견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원실 통해서 발의하기도 . 

하고 그러죠 보좌진 .” ( F)

행정부에서는 청부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하면 본인들이 

의도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줄 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기. 

존에는 청부입법을 많이 요청받는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간사 등 상임위원, 

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 통과를 .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 

위원장 간사 등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법안이 회의에 상정되게 하기 위함이, 

었다 아무리 청부입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안 심사 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 

통과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의원들 관심사항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요“ .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에게 법안발의를 요청, ,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과도 잘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 .” ( H)

일단 간사 협의로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를 경정하기 때문에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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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고 아니더라도 법안이 발의가 되면 간사가 , 

공감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논의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사무관 .” ( G)

상임위원장이나 법안소위원장이 알거든요 이게 의원발의라고 해도 “ . 

청부입법인지 아닌지 그 보좌진들도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청부. 

입법이란 걸 알면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상임위에 아예 상정도 안 .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 법안은 상정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사무관 ( J)

법안 상정이 되게 중요한데 같은 상임위에 청 단위 조직이 하나 “

있는데 거기가 법을 하나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안소위원

장이 아예 소위에 상정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난리. 

가 난거죠 막 일주일 씩 그 의원실 앞에 서있고 그런 걸 본 적도 . 

있습니다 사무관 .” ( I)

법안 내용이나 시급성 국회 협조 필요성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 , ,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산업계나 해외 입법 .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나라에도 적용해야겠다 빨리 해야 겠. 

다고 생각하면 이제 법을 만들어서 상임위 간사실이나 법안소위원

장한테 가서 발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간사실이나 법안소위원장. 

은 아무래도 자주 뵙고 부처에서도 친한 분들 꽤 있으니까 접촉 ,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부처에 관심이 많으니까 

법안 발의 부탁도 잘 들어주시고 하시죠 서기관 .” ( K)

하지만 행정부에서 의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관심사이다 부처를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 

본인들이 의도한 법안과 관심사가 다를 경우 거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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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관심사를 따져 법안 발의를 요청해야 법안을 안전하게 발의할 수 있

고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었다.

의원님 관심이 아니라면 거절 되는 경우도 있고“ .… 이해관계자들 

의 반발이나 항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요 그러면 또 거절되는 거고 사무관 . .” ( G)

야당인 경우에는 그냥 의원님 관심사나 야당 의원님이 법안소위 “

위원장이거나 아니면 상임위원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가죠 .…  

법안을 상정해야 하니까 사무관 .” ( I)

여당에 먼저 많이 요청을 하지만 의원님들 관심이 어떤 거냐에 “ ,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뜬금없는 법안 발. 

의를 부탁하면 대부분 거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누구 의원님 선택할 때는 많이 고려를 하게 되죠 사무관 .” ( J)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이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 .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

를 하려고 했죠 그럴 때는 이제 먼저 연락이 와요 이 정책 어떻게 . 

추진할거냐 그러면 국회 가서 설명하고 법안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무관 .” ( J)

이외에도 행정부에서는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선택할 때 여당인지 야, 

당인지를 고려하기도 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이해. 

하며 공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부랑 민주당 여당이 관계가 틀어“

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의 방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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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는 여당과 그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에게 요청 

하는 경우가 많죠 야당에게 법안 발의를 부탁한다고는 들어본 적. 

이 없어요 사무관 .” ( G)

보통 여당에게 많이 하게 되죠 국정과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 . 

는 여당 의원들이 더 높으니까요 .…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이 정치 

인일 경우에도 여당 의원일테니까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원. 

실에 부탁하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 그게 아무래도 크죠 .” 사무관 ( I)

또한 행정부에서 부탁한 법 그대로 발의해줄 수 있는 의원을 찾거나 해, 

당 의원실의 보좌진들과의 친분을 고려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해당 법이 . 

의원의 지역구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정부에서 의도한 개정사안이 있는데 그게 수정되면 전혀 다“

른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건드리시는 분들 위주로 . 

그러니까 행정부가 만든 법안 그대로 발의해주실 의원들을 찾기도 

하고요 지역구 이해관계자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따져보게 되죠. .”

사무관 ( J)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청부입법이 계획했던 거“ , 

랑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입법의 , 

취지를 잘 인정해 주고 웬만하면 그대로 입법을 해주는 분에게 많

이 가죠 사무관 .” ( G)

 실 국장들이 친한 의원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부탁해보기“ ·

도하고 그러죠 서기관 .” ( K)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이와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행정부에서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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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가는 원인으로는 상임위 위원장 간사 등 직책이 있는 경우가 많, 

았다.

아무래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간사 의원실 아니면 해당 법안소위 “

위원님들 중심으로 타켓팅 하는 것 같아요 보좌진.” ( A)

부처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법안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

찾기를 바라죠 보통 간사방으로 많이 가져가거나 위원장실로 많이 . , 

가고 이야기하기 편하니까. .… 야당이라고 꼭 부탁을 안 하고 이러 

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여당으로 많이 가죠 보좌진 , .” ( B)

이제 때에 따라서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청부입법이 보통 “ , 

간사실로 가서 간사실에서 어디에서 발의하기 좋은지 판단을 하

죠 의원마다 특수 관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 보좌진 ( C)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집권 여부에 따라 청부입법을 요청받는 건수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수지만 친분이 있는 경우에 법안 . 

발의를 많이 부탁받고 있었다.

정부가 아무래도 여당 쪽에 부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실제“ , 

로 야당 쪽에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야당 쪽에 상임위원장에게 부

탁을 하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여야의 비율도 있지만 의석. 

수에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소야대 구조라고 하면 야. 

당 쪽이 법안 통과에 핵심이 되니까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을 찾, 

아가는 게 지금까지는 관례였죠 사실은 보좌진 .” ( D)

정부가 발의하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와 맞닿아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수긍을 하기가 쉽겠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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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는 반대가 좀 더 심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보좌진 .” ( D)

아마 청부입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쪽에서 그러“ , 

니까 여당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법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

다 집권 여부에 따라 청부발의를 요청받는 건수는 데이터는 없지. 

만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E)

집권여부가 청부입법 발의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여당에“ . 

서는 국정과제나 뭐 이렇게 당정 간의 조율이 된 법안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당에 있을 때 청부입법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보좌진 .” ( F)

실 국장들하고 평소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센스 있는 협력관“ · , 

들은 본인 부처에서 필요한 법안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제 친. 

분이 중요하죠 담당 공직자들이랑 의원실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영. 

향을 좀 미치니까요 보좌진 .” ( F)

하지만 쟁점이 없는 법안의 경우에는 행정부도 여당 야당 비율을 고려하, 

여 청부입법을 요청하고 있었다.

국토위는 한 세 개가 있으면 두 개는 여당 주고 한 개는 야당 주“

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는 . 

입법 실적인데 너무 이제 한쪽 당만 몰아주고 이러면 사실 야당 , 

입장에서도 실적이 필요 하니까 오히려 안배가 없다고 하면 법안(

심사 할 때 아예 그냥 ) 다 누워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

하기도 하죠 보좌진 .” ( C)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자신들의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선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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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정과제와 같이 여당에서 하기 좋은 . 

법안이 있는 반면 야당에서 발의하기 좋은 법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당에서 발의하기 좋은 “ . 

청부 입법이 있는 반면 야당에서 하기 좋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 

여당이다 보니 정부 기조랑 맞춰서 가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뜬금, 

없이 부처에서 정부 정책기조랑 맞지 않는 법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공공성 중심으로 가고 . , 

있는데 개별 과에서 이제 민간 개발 중심을 담은 법안을 가지고 , 

와서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야. 

당가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보좌진 .” ( C)

입법부의 요인2. 

행정부에서는 절차 간소화 시간 단축 부처 간 이견 회피 등을 이유로 ‘ , , ’ 

관심을 갖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직책을 맡은 의원들과 여당의원, 

들 위주로 법안 발의를 부탁하고 있었다 청부입법의 특성상 행정부와 입법. 

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부탁받은 의원실 보좌진들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어떤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

요도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청부입법을 요청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

소는 의원의 관심 사안이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의원의 관심과 정치. 

철학에 맞지 않으면 발의하는 데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회 . 

상임위원회에도 여러 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의원의 관심

사가 아닌 법안은 발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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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관심사를 이제 행정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오거든요 의원이 “ .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청부입법을 갖고 오진 않아요 상. 

임위에서 보통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관심사를 알게 되니까 그것

과 관련된 법안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 . 

입장과 같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거고 보좌진.” ( A)

아무래도 의원실 안에서도 법안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밀릴 “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의원실로 튕겨 나갈 수도 있고요 딱 , . 

절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보좌진 .” ( B)

청부입법 발의를 고려할 때 의원님 성향을 먼저 생각하죠 의원님“ . 

이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는 입법인지 먼저 , 

따져보게 되고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실제로 , . 

요청을 받더라도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 성향이랑 . 

맞지 않는 경우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좌.” (

진 C)

우리의원님이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소방청에 아무 연“ ( ) 

결 고리가 없는데 무슨 소방시설공사 이런 거 가져오면 조금 모양

새가 이상하니까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 

보좌진 ( F) 

또한 청부입법을 발의하는 데에 고려사항은 해당 법안의 내용이었다 정. 

부에서 법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발의하기보다는 법안 내용을 검

토 한 뒤 실제로 필요한 법안인지를 파악하고 특정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 

여 발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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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게 갈등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 이“ . , 

거를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 반, . 

대나 이런 게 없는 법안이면 이제 발의를 하는 편이에요 보좌진.” ( A)

정말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가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법인지를 “ ( ) , 

큰 틀에서 파악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더 나아진다 라고 하면 . ‘ .’ 

꼭 청부입법이 아니어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죠 보좌진 .” ( B)

정부가 하려는 법안 자체가 단순히 기간을 좀 앞당겨서 빨리 발의“

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아니면 이게 자기들이 내기는 부담스럽기 ,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하

게 되는데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데 입법 발의까지 시간이 오래 , , 

걸린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의원들도 오케이 해줍니다 그런 게 아. 

니고 정부가 본인들이 발의하게 되면 어떤 지탄을 받는다거나 국민 

여론이 안 좋을 만한 것들을 의원을 통해서 우회 발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죠 보좌진 .” ( D)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고요 그리고 특정 “ . 

이익집단이나 그런 데 이권을 주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위한 것인지 당장 필요한 법안인지에 따라서 고려, 

를 할 것 같습니다 보좌진 .” ( E)

의원실에서도 이 법이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때문에 의원님이 또 안 좋. , 

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보좌진 .” ( F)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경우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만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도를 고려하여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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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얼마나 셀지 이 정도만 더 보고 나서는 이제 “

발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해관계가 대립되더라도 이거 정. 

도는 수용 가능하다 돌파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또 바로 내는 경우, 

도 있어요 보좌진.” ( A)

진짜 명분이 있는 법이다 이러면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 . 

가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물러서지 않을까요 특히 규제법일 때 . ? , 

더 심하죠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 

보좌진 ( B)

반발이 큰 법안들을 발의 했을 때는 아무리 이제 좋은 법안이라도 “

이제 반발을 맞아야 되는 건 사실 의원님이다 보니까 문자 폭탄이 , 

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전화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거를 의, 

원님이 감수하겠다 라고 하면 발의하는 거죠 보좌진 ‘ .’ .” ( C)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다수를 위한 법안이면 발의를 하는 것이 “ ,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E)

또한 법안 발의 실적에 대한 고려도 청부입법을 발의하는 데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신경을 쓰는 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 

들은 법안 하나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통해 수월

하게 건수를 채우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나의 법안에 여러 내용이 있는 경. 

우에는 쪼개기를 해서 실적을 채우기도 했다.

의원의 입법 실적을 고려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른 의원실도 마“ . . 

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통과 여부도 실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법안들이라면 발의(

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좌진)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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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적 때문에 하죠 다른 의원실들도 실적 때문에 그렇게 하“ . 

는 거죠 사실 법 하나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보좌진 . .” ( B)

초선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법안 발의 실적을 되게 중요시하는 방“

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안 몇 건 몇 건 이렇게 . 100 , 200 

발의하는 게 중요한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처에 요청을 해서 가

져오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진 .” ( C)

실적을 신경 쓰는 방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법안 발의 건“ . 

수에 목말라 하는 그런 의원실이 있다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청부입

법을 해서 건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진 .” ( D)

건수 올리기 좋은 것들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느 방에서“ . 

는 예를 들어 한 법안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 개정안으로 행

정부에서 오면 쪼개서 안 안 안 만들어서 일 동안 건 발의하a b c 3 3

기도 하고 보좌진 .” ( F)

특히 실적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정부에 법안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 

하는 의원실도 있었고 법안 심사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 

청부입법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행정부에서 청부입법을 통해 실적. 

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었다.

실적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고 역 청부입법을 한다는 얘기도 있“ , 

던데 단순히 실적 목적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 

데 이제 의원실에서 미리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는 

행정부처에 문의할 수는 있겠죠 보좌진 .” ( E)

실적을 신경 쓰죠 이제 법안 소위 위원이라고 해서 심사에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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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내 법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통과도 좀 되고 해야 되

는데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청부입법이 좋은 것 

같거든요 보좌진 .” ( F)

국회의원들은 법안에 어느 정도 수치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관 ( G)

청부입법을 요청 받았을 때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에게 정부에서 

발의 요청이 온 법안이라고 보고를 했다 정부에서 발의 요청이 온 법안이. 

라도 국회의원들은 청부입법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

며 법안 내용의 중요성을 따져 본 후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 . 

난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청부입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간, 

이 많이 지난 현재에는 이를 반대하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의원님은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으실 거예요 이게 내“ . 

용이나 실적이 중요한 거지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보, .” (

좌진 B)

의원님은 보통 필요하다고 하면 발의를 하시는 거고 형식 자체에 “ ,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시죠 부처에서 가지고 오는 법들도 더 좋. 

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니까 뭐 입법 형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전 협의가 없이 .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언짢아하시는 부. 

분들이 있죠 보좌진 .” ( C)

의원님들은 내용이 좋으면 하는 거고 사실 해당 부처랑 관계가 “

좋으면 해주시고 또 이제 지역구에 좀 도움이 되고 하면 더 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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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주시기도 해요 .… 뭐 형태 문제는 이게 대가성이 있는 입법 

은 진짜 잘못된 건데 그런 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좌진  .” ( F)

또한 중진의원보다는 초선의원들이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많이 발의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선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큰 열정을. 보이 

기도 하며 중진의원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 

초선 때 훨씬 입법이나 이런 거에 공을 들이기도 하니까 청부입“ , 

법 요청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중진이 되면 조심스러워 하는 거 . 

같아요 보좌진 .” ( C)

몇몇 보좌진들은 청부입법 요청이 와도 그 요청을 모두 들어주지는 않고 

있었으며 법안을 세심하게 검토 한 뒤 필요한 사안들을 수정하기도 하며 ,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부입법을 해달라고 법안 발의를 부탁한다고 해서 그걸 다 “ 100% 

내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거는 안 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 

걸 다 내주는 게 아니고 개 갖고 오면 두 세 개 정도는 해주고10 , 

이거는 좀 이상하다 우리가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 

많이 있어요 사실 보좌진.” ( A)

저는 청부입법을 받아도 발의를 다 안 해요 이의 있으면 검토해“ . 

서 법을 보완하기도 하고 다시 개선해서 내기도 하고 그대로 갖고 , . 

온대로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부처에서 발의를 부탁하는 . 

법안은 대부분 거절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게 꼭 필. 

요한 법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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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하니까 보좌진 .” ( B)

청부입법의 필요성3.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하는 원인과 이러한 요

청을 입법부에서 받아들일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원인. 

들에 의해 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청, . 

부입법은 입법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여러 방면에 비판이 있어왔지, 

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봐야 할 것. 

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청부입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렇다면 왜 그. , 

렇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행정부처 공무원은 모두 청부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되는 과정. 

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법을 만드는 . 

과정에 있어서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 경우 디테일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

기 때문에 청부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입법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 . 

부입법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런데 선의가 아닌 그런 식의 운영 자체에서 나타는 문제들만 아니

면 그런 것만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금의 방식은 공무원들이

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보좌진 .” ( A)

저는 청부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부입법을 뭐 특수하게 “ . 

생각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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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갈 .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빨리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 

때문에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C)

이제 법안을 만들 때 내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은 법안들 특히 제“ , 

정법이나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청부입법이 어느 정도 필요 하

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청부입법은 어. 

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 

모든 기간을 다 준수하면서까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회와 잘 협의를 해서 하는 청부입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

다 보좌진 .” ( D)

이슈가 터지면 의원실에서는 누구 하나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데 상임위 간사나 당 지도부가 관심 갖고 이거 해라 이러면 모르, 

겠는데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에서 만들어 와서 의

원실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슈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보좌진 ( F)

행정부처 공무원들 또한 청부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들이 .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신속하게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면 유연한 예

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절차 부분도 있지만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 . 

으로 발의가 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발의된 법이

니까 더 신경 쓰기도 하고 옹호 발언도 해주시고, .… 그러면 통과율 

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급한 법안은 빨리 통과 .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관 .”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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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입법만으로 행정부“( ) . 

에서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심사 받을 것도 많고. . 1

년을 예상해서 입법계획을 만들어야 하다보니까 이게 대응이 쉽지 . 

않죠 그러다 보니 의원입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으면 . . 

진짜 일 못할 수도 있어요 서기관 .” ( H)

청부입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정부“ . 

도 필요하니까 계속 안 없어지는 관행으로 남은 거고 .… 오히려 일 

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신속한 입법과정으로 정책 적기 . 

집행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 ( I)

특히 정부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청부입법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 

고 행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었다, . 

뭐 청부입법이 무조건 통과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빠르기 “

때문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청부입법이 정부입.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 

간적인 측면이나 절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처 간 비슷한 사업. 

을 위한 법안이나 이견이 있는 법안인 경우에 우회해서 의원입법으

로 발의하면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 . ( J)

청부입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즉각적으로 대“ . , 

응할 수 있는 면도 큰 장점이고 부처갈등을 우회할 수도 있고 통, , 

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 행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죠 청부입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다 보니까 . 

사실 사기업이라면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 이럴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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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입법부나 행정부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보니까 조금 더 순

조롭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서기관 .”  ( K)

하지만 행정부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 보좌진들 중에는 청부입, 

법 관행이 지속되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 법안을 . 

발의하는 것은 정부발의로도 충분하며 이슈 대응 측면에서 볼 때도 오히려 , 

의원입법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부입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인거죠 청부입법은 의원입법으로 도움을 받는, .  

이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일부 . 

권한을 위임해 준거거든요 법안발의를 그래서 규제 영향평가제도, . 

라는 보완책을 만든 거고 근데 그게 좀 세다보니 그걸 보완하기 위

해 그리고 약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죠 보좌진 .” ( B)

다만 우려하시는 분들은 좀 있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하“ . 

고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의원이 하고 이 구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너무 청부입법을 남발하면 안 되겠죠. .” 

보좌진 ( C)

근데 이게 사실 중독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편리함에 물론 특수“ . . 

성이 있는 법안들을 청부입법으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일상적이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 (

좌진 C)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원 법안 발의로도 충분하다고 “

봅니다 보좌진 .” ( D)

“사실 중앙부처의 청부입법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정부 입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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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정치적인 문제랑 

결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 

그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좌진 .” ( E)

청부입법이 시급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는 달리 

국회의원 보좌진들 중에는 오히려 의원입법이 사회적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

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의원입법이 더 시급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신문기사나 “ . 

뉴스 보면서 바로바로 법안을 만드는 방이 있거든요 사실 행정부. 

에서 넘어오는 법들은 그렇게 빠른 법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 

처에서 법안 하나를 의원실에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

을 하기도 하고요 보좌진 .” ( B)

제 절 청부입법의 영향3 

입법 현실에서 청부입법을 아예 금지시키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법적 근. 

거가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청부입법이 가지고 있는 . 

장점과 함께 청부입법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작용할 것이다 청부입. 

법의 영향으로는 입법 환경에 대한 영향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으로 구‘ ’, ‘ ’

분하여 분석하고 더 나아가 청부입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미치는 , ‘

영향 을 분석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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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1. 

의원입법이 최근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원입법의 질적 저하3

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다 실적 채우기를 위해 너도나도 할 .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재탕 삼탕 의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공해 라는 말‘ ’, ‘ ’ ‘ ’

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 

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에서 법안을 작성하는 게 나아보이긴 해요 의원실에서 직접 “ . 

하는 거는 좀 .… 제일 좋은 건 의원이 내가 이런 방향으로 법을 만 

들고 싶다고 입법조사처에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법제실이나 근. . 

데 법제실에서 하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현실이랑은 동떨어져있는 경우. 

도 있고 사실 정부가 자료는 많으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법안 , . 

만들기 위해 용역도 하고 하니까 법안이 더 상세하고 목적에 맞게 

만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사무관 . .” ( I)

의원실에서는 그 법안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

우가 많아요 좀 현실이랑 동떨어져있다고 할까요 방향은 좋은데 . ?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무관 .” ( J)

너무 의원입법이 하나 이슈에 남발되는 경우도 많아서 공해가 아“

닌가 생각되기도 하죠 특히 최근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이 있는데 . 

년 간 법이 개가 발의 됐어요 거의 기존 법을 갈아엎은 수1 17 . ( ) 

준도 있고 현실과 무관한 내용도 많고 위헌적인 요소를 가진 조항, , 

도 많고 기존 법체계랑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러다 . 

보니까 의원입법을 잘 안 믿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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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사무관 .” ( G)

아직까지는 의원실에서 만드는 법안보다는 정부에서 만드는 법안“

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 하나 만드는데 엄청 인력도 많. 

이 투입 되고 정보도 많이 투입 되고 현장 간담회도 하고 하니까 , , 

오히려 잘 다듬어지죠 법안들이 서기관 .” ( K)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청부입법이 오

히려 입법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국회의원 보좌. 

진들은 본인들이 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행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 

인적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정보 측면에서도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청부입법은 그런 단점을 . 

보완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입법들은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방향성은 좋은데 가듬어지지 “

않은 채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형 . 

직불제법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의원실 자체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료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그 현.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실에서 소규모의 인력으로 그거를 다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방향성은 국회에서 . 

제시를 한 거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판단을 해서 

타이밍이 맞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풍부하게 설계가 잘 . 

된 법이 만들어 진거죠 보좌진 .” ( A)

아무래도 법안의 퀄리티가 더 낫죠 의원실에서 혼자서 법제실이“ . 

랑 같이 이야기해서 만드는 거 하고 말이 청부입법이지 법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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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독해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 

완성도가 더 있죠 기본적으로 보좌진 .” ( B)

이제 입법부에서 찾아내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 또는 모르는 내용 “ , 

그런 부분에 어떤 법안을 얘기해서 발의를 하게 된다면 그건 입법

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 

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E)

행정부처 공무원들 또한 정부에서 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입법의 질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부입법이 사회 이슈를 대응하기에 신속한 면이 ,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에는 청부입법이 디테일 한 면이 있긴 하죠 사무관 “ .” ( G)

입법 소요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부입법보다는 그러“ . . 

면 사회적인 수요가 있을 때 의회보다는 정부가 그런 민원인분들이

랑 가깝다보니 더 빨리 알게 되고 그러면 입법이 필요할 경우에 바

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 의원발의 법안보다 오히려 더 퀄리티가  

있을 수 있죠 서기관 .” ( H)

이게 사실 입법부도 법안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에 자료요구를 해“

요 그리고 입법조사처도 논문이나 이런 선행연구를 찾지만 행정부. 

에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보고 법안을 만 

드는 거기도 하고 근데 행정부에서는 현장에 더 가까이 있을 수밖. 

에 없으니까 법안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법안에 반영하기도 하고 아예 사무관 . ( ) .” ( I)

아무래도 정책에 이해 “ 관계자가 얽혀있고 그쪽이 어떻게 생각하, 

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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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아무래

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죠 사무관 .” ( J)

하지만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모두 이상적이거나 법안의 질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

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입“ . 

법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좌진 .” ( C)

꼭 청부입법이 입법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면 이제 국회도 법제실이 있고 입조처 입법조사처 도 있고 , ( )

예산정책처도 있고 국회에 동원할 수 있는 연구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보좌진들도 상당히 실력이 다져진 경우가 많아서 의

원 입법도 질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 

법을 만든다고 해서 더 잘 만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숫. 

자는 훨씬 많으니까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심사할 때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 

하거든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꼭 정부가 법을 만든다. . 

고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좌진 .” ( D)

또한 장기적으로는 청부입법이 만연하다보면 오히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입법능력이 저해되거나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도 존재했다.

단순히 실적 채우기 용을 위해서 한다는 경우에는 입법의 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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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되겠죠 보좌진 .” ( E)

근데 또 이런 것들만 하는 방들이 있어요“ .… 근데 이런 것들만 하 

면 이제 길게 봐서는 보좌진들 입법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죠 보좌진 .” ( F)

의원실에서 청부입법을 해주면 거기 있는 비서관들이 입법수준이 “

향상 되지는 않거든요 길게 보면 오히려 입법 수준이 떨어지겠죠. . 

청부입법 때문에 사무관 ” ( G)

딱 건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체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 청부입법이 질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정부도 정부입법을 할 수 . 

있겠지만 워낙 오래 걸리고 해서 청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만연해지면 규제심사라든가 비용추계 이런 게 무

력화 되지 않을까요 보좌진 ?” ( F)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의원발의 법안의 질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지적을 

의식하여 자신들의 입법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안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본인들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처에 의견을 . , 

묻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었다.

제가 의원실에서 법을 만들면 부처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그럼 “ . 

이제 부처 입장은 어떻다고 답이 와요 그럼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 

법안에 반영해서 발의하기도 하죠 보좌진 .” ( B)

의원실에서 만드는 법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파괴 하“

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실 발의가 많이 .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청부입법

을 통해서 보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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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지 의원실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런 법안 내려고 하는. 

데 부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도 현실에 맞게 , . 

알려 주고 그러다 보면 좋은 법안이 나오는 거죠 서기관 .” ( K)

입법 환경에 있어서 특이할만한 진술은 입법의 질적 측면 뿐 만 아니라 

발의 절차에 대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원명. 

의로 발의했는데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각 상임위 의원실마다 설명을 다니, 

는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청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 된 것이라는 . 

진술이 있었다 이런 모양새는 보기 좋지도 않으며 이런 행동들이 전반적. , 

인 입법 환경에 저해된다는 의견이었다.

제일 안 좋은 게 의원명의로 법안이 발의 됐는데 행정부처 실 국“ ·

장들이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설명 다니는 법안들이 있어요 이런 . 

것들이 다 청부입법이거든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진짜 중요한 . 

법이면 의원이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처 국장 

과장이 돌아다니면서 법안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보좌진 .” ( F)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2. 

청부입법이 정책과정에서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청부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시간이 적게 걸리다 보니 구체적인 법안을 행

정부에서 만들어 의원 이름으로 발의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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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이 행정부도 청부 입법을 시도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부처가 

생각하는 현안들을 의원을 통해서 하면 빨리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

요 보좌진 .” ( A)

청부입법이 이제 법안 통과까지 비교하면 한 개월은 단출 될 수 “ 6

있어요 시간이 그러다 보면 이제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정책을 설. 

계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에 도

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 .” ( J)

행정부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데 이게 법이 없으면 집행을 “ ,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부입법이 이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거죠. .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 

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이제 예산을 . 

사용하지 못하니까 빨리 의원실이랑 법안 협의하라고 위에서 지시

하면 원 포인트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 

어서는 예산 집행에 조금 더 유연함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서기관 .” ( K)

또한 의원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면 의원도 해당 법안에 관심이 있고 그렇, 

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다보니 행정부가 사업을 진행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적인 측. , 

면에서 오히려 국회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청부입법으로 진행되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의원실 관심도 증가하게 “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 .”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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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청부입법을 통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제 그 정책은 “ , 

발의한 의원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법을 통해서 시행되는 사. 

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의원 관심에 힘입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겠죠 예산 확보도 국회에서 해당 의원이 증액을 시켜준다거나 .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부가 일을 . . 

하기에 사무관 .” ( J)

하지만 정책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청. 

부입법이 부처 이견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처 간

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될 수 있으며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 등에서 처리해, 

야 할 부처 간 갈등이 오히려 의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부처 간에 좀 갈등이 있는 부분은 우회적으로 청부입법을 하는 경“

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일단 발의. 

가 되니까 좋긴 한데 전 정부 부처를 봐야하는 총리실이나 국무조, 

정실이나 대통령 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거 같아요 오히BH . 

려 부처 간 갈등이 조장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제대로 , 

해결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도 이제 힘드니까 사무관 .” ( G)

전 부처를 관할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되는 거거든요 청부입법이 그러면 이제 자꾸 . . 

의회에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 갈등이 의회까지 전이 되. 

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좀 되긴 하죠 서기관 .” ( H)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는 부처 간 갈등이 의회로 번진 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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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법안이 있었지만 국회가 해당 갈등을 조정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 

존재했다.

부처 간의 갈등을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에서 좀 조정을 해줘야 “

되는데 청부입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걸 의회가 조율하게 ,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처 이견 때문에 안 될 법들도 .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폐. 

기물법 만들 때 해수부가 해당 사업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반대 때문에 하지 못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양수산. 

부에서 청부입법으로 우회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에 . 

환경부 담당자랑 해양수산부 담당자 다 불러놓고 의원실에서 주도

를 해서 절충안을 찾았죠 그렇게 안 했으면 절대 통과 할 수 없는 . 

법이었는데 이제 해양수산부를 조금 도와준 거죠 보좌진 .” ( F)

더욱이 청부입법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행태가 존재했다 행정부의 , . 

법안 발의 요청을 들어준 후 행정부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청부 입법 요청을 들어 준 후 국회의원 지역구에 사업이나 예산 . 

배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 같은 걸 만들어주는 법안들을 발의를 해주면 그 의원 지역구“

에 시범사업을 고려한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또 의원들이 요구 할 . 

수도 있는 거고요 보좌진 .” ( C)

한 의원이 핵심 부처의 예를 들면 기재부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고 통과시켜 줬다고 하면 이제 예산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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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처에 전화를 해서 자기 예산을 잘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좌진 .” ( D)

정부입법을 할 경우에 국회에서 쉽게 동의 안할 것 같으니 이제 “

특정 의원실 통해서 입법 과정을 진행 시키고 해당 부처가 굉장히 ,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역구 사업을 좀 

배려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 할 수도 있겠죠 보좌진 .” ( E)

법안이랑 예산이랑 이런 거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 . 

처에서 지역구 예산 몇 개 가지고 오면서 법안 발의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좌진 .” ( F)

이러한 국회의원의 요청은 행정부처 공무원들도 아예 무시하기는 힘들다

는 입장이었다.

제가 본적은 없지만 법안 발의해 주면 조금 신경 안 써줄 수는 없“

겠죠 실국 입장에서는 그 의원과 관련된 지역 예산 이런 거 생각 ? 

했을 때 아니면 오히려 의원이 신경을 조금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요 사무관 .” ( G)

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수반 법률일 “ . 

경우에는 이제 의원실에 유리할 수 있죠 그거 해줬는데 예산 받으. , 

면 우리 지역에도 좀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 

럼 저희도 또 고려 안하기도 힘들고 근데 요즘은 사업이나 이런 건 

심사평가 이런걸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막 처리하기 쉽지는 

않아요 사무관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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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3.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10)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11)에 사법권은 법원, 12)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헌. 

법을 통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 특히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 

원리에 따라 작동하며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행정부, 

는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청부입. 

법의 관행을 볼 때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법률안의 거. 

부권이나 견제와 감시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단순히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할 때나 정책을 결정할 때 행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정부와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법은 현실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해야 하는데 이게 너, 

무 현실과 괴리가 되게 되면 어쨌든 법안소위나 법사위에 가서 잡

혀 버려요 법안이 현실과 맞닿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부처가 나. ( ) . 

중에 법안소위 가서 이건 절대 못 받는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좌진 .” ( B) 

청부입법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걸 충족시켜준다고 하면 좋은 “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서로의 이해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 

10) 대한민국헌법 제 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40 ) .「 」 
11) 대한민국헌법 제 조제 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66 4 ) .「 」 
12) 대힌민국헌법 제 조제 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10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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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행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입법부도 자세하게 파악할 수도 .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좌진 , .” ( C)

서로 서로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규모와 역할“ ? 

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이제 지역구를 둔 의원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 

사업 같은 것들을 위해 행정부에서 도움을 또 받아야 되니까 약간

의 공생관계 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 .” ( E)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들 또한 입법부가 견제역할을 수행할 때는 객관적이

어야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책을 펼칠 경우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정부와의 협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부입법이 그만큼의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법안을 “

통한 정책을 펼칠 때는 둘은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따로 떼어 놓. 

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기껏 정책 다 짜놔도 입법이 안 . 

되면 집행을 실제로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공생할 수밖에 없는 거

죠 견제만 있으면 안 되고 같이 가야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 . …

생각합니다 사무관 .” ( G)

청부입법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

는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입법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 , 

는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위한 협조체계가 잘 유지. 

될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 .” ( H)

청부입법이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삼권분립이긴 하지만 .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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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감시만 하고 행정부는 집행만 하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 

대응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적극적으로 문제 . 

해결을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고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청부입, 

법도 이런 관계 설정에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관 .” ( J)

기본적으로 입법부는 행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

해야 하고 행정부는 입법과정에 따른 원활한 법집행을 위한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부입법이 일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에 아예 동떨어진 기관이 아닌 거죠 국회의. . . 

원도 부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행정부도 의원 도움을 받, 

아야 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청부입법도 그 서로 공. 

생하고 협력하는 데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 .” ( K)

하지만 청부입법이 만연해 지거나 남발될 경우에는 입법기구가 정부에 종

속될 우려가 있기도 하며 이것 때문에 견제가 약해진다거나 하면 안 된다, 

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자성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들. 

은 청부입법 때문에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청부입법이 많아질수록 입법기구가 정부에 종속되는 우려가 있는 “

것은 사실이고 입법을 담당하는 보좌진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이겨, 

먹지 못하는 그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 

좌진들이 정부보다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해야 이게 견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 ,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야 견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

고 행정부가 가자고 하는데 입법부에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 ,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좌진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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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좋은 관계“

가 될 텐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 친해지고 일을 하다 , 

보면 그렇게 되면 견제적인 측면이 약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좌진 ( F)

청부입법은 필요한데 이게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가 좀 떨어지는 “ ,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부입법이 정부입법이라고 할 수 . 

있는데 그럼 견제를 해야 되지만 의원님 본인 이름으로 발의한 법, 

안이다 보니까 공식석상에서는 반대하기도 어려워서 좀 견제가 덜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관 .” ( G)

다른 한 편으로는 청부입법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약화시키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뭐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해서 실적을 채웠다고 해서 감시“

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 . 

니다 보좌진 .” ( E)

청부입법은 정부의 다양한 소관 사항 중 일부 특정 분야에 한정 “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부 감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어떤 일을 .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 ( H)

아울러 이와 함께 입법부가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 보좌진의 의견이 있었다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는 협조를 해주어야 하며 단순히 발목잡기 식의 견제나 감시는 오히려 행정

부가 업무를 하는 데에 방해를 줄 것이라고 진술 했다 청부입법이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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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의견이었다.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에 토를 다른 식으로 혹은 발목을 잡는 “

식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꼭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한 정

책들을 행정부가 펼칠 수 있도록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배경. 

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입법인데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의한 법이 꼭 필요한 법인데 . 

정쟁으로 얼룩져서 올 스톱 된다면 정부가 일을 못하니까 이런 상, 

황들은 입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되죠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정.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법안을 발의 했는데 야당 입. , 

장에서 저거 잡자라고 하면 일이 돌아가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의. 

원들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는 측

면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청부입법을 선택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보좌진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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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제 절 연구 결과의 분석1 

본 연구는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부입법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해 보기 위해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과 국

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청부입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 

결과 청부입법에 대해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청부입법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청부입법에 대

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청부입법을 발의하는 과정은 약 개 이상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정부입10

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간단했다 기본적으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해야 하. 

거나 국회에서 부처 정책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경우 행정부 담당자는 법 개

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이에 행정부 실국장 및 장차관의 판단에 따. · ·

라 청부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을 결정하고 행정부는 해당 법안을 발

의해줄 수 있는 의원을 선택하여 발의를 요청한다 이러한 절차의 간소함은 . 

행정부로서는 청부입법을 사용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 

부처 간의 사업이 겹치거나 경제부처의 사업에 사회부처가 제제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이를 우회하여 발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부입법이 자리 잡고 있

었다.

청부입법의 내용적인 특성으로는 의원 발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

다 일부 시급한 내용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의원 발의 법안보다는 .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다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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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 심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를 회피하기 , 

위한 수단으로 규제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못

한 비판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부의 경우 오히려 규제 법안을 정부입법으. 

로 발의하여 해당 심사를 모두 통과한 후에 논란이 없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부입법의 내용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 법안. 

이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 제정법이 모두 혼합되어있는 것처럼 청부입법 , 

형태로 발의되는 법안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부입법의 두드러진 특성은 법안 통과가 수월하다는 장점이었다 지속적. 

으로 언급하듯이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 된 법안의 수치적 통계를 분석하기 

어렵다 다만 행정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청부입법을 통해 . 

발의된 법안이 더 수월하게 통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회 .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사는 의원들의 질의와 함께 정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청부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 

의 될 경우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 

본인들이 만든 법안이라 찬성의견을 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원입법이나 . 

정부입법의 형태로 발의 된 법안보다 청부입법의 통과가 수월하다는 진술들

이 있었다 물론 청부입법이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입. . 

법의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세심하게 심사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고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일 경우에는 정, 

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청부입법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 

미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한결 수월

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청부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원인으로는 행정부가 의도하는 법안

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을 회피할 수 있고 절차의 간소화와 시간적 측면에, 



- 94 -

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언론이나 학계에서 가지고 있던 청부입법. 

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법. 

안의 통과율을 고려하여 청부입법을 선택한다고 진술했다 신속하게 처리해. 

야 될 법안들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청부입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 

경우 야당의 반대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청부입법으로 우회 발의하기도 

한다 또한 장관의 성향이 청부입법을 발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 장관이 정치인일 경우 국회에 있는 동료 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를 .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행정부에서 발의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행정부에서는 법안 발의를 요청할 때 의원들의 관심사를 가장 많이 고려

한다고 진술했다 기존에는 행정부에서 의원들을 선택할 때 상임위원장이나 . 

간사 등 상임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에게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도 먼저 고려되는 것이 의원들의 관심사였다 의원들의 관심사가 아닌 경우 . 

법안 발의 요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컸다 의원들의 관심사를 먼저 고려한 . 

후 법안 발의 뿐 만 아니라 상정과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 

사 법안소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부탁했다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해, . 

당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간사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러한 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나 간사 등에게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행정부는 법안 발의를 요청하는 . 

경우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많이 부탁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정과제 성격의 . 

법안들은 오히려 여당에 이해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친분을 고려하. 

기도 했으며 해당 의원의 지역구와 법안의 관계를 참고하고 더 나아가 법, 

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의해줄 수 있는 의원들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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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보통 청부입법이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의 직책이 

있는 의원들에게 많이 가기도 하며 여당인 경우에 청부입법을 많이 요청받, 

는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여당이라고 해서 많이 받기 보다는 여대야소. , 

의 정부가 구성된 경우에 법안 통과가 수월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여. 

소야대인 분점정부로 구성 되어있을 경우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의 기준과 함께 국회 내 의석. , 

수에도 청부입법을 요청받는 경우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청부입법을 요청 받았을 때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회의원 성향과 맞지 않. 

을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굳이 본인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할 필요

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해당 요소는 행정부에서도 의원을 선택할 때 고. 

려하는 사안이다 보니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청부입법이 발의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법안 발의를 . 

조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반발이 큰 법안일 경우 발의하는 것을 .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청부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때 실적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영향이 청부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큰 영

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단순히 실적만을 챙기기보다는 법안의 내용과 , 

사회에 필요한 법안인지를 따져 청부입법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

다. 

청부입법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부처에서 가져온 법안을 그대로 ,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기도 하며 법안을 발의하고 있었다 부처에서. 

는 본인들의 법안을 그대로 반영해주기를 원한다는 점을 봤을 때 행정부가 

청부입법을 사용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 . 

또한 행정부에서 온 법안이라고 보고를 받더라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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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내용을 판단하고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법안을 발의할지 말지 결정을 . 

하는 것이지 법안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다.

청부입법의 필요성에는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일

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절차의 간소화 부처 이견 우회 통과 가능성 등. , , 

의 행정부 필요와 법안 발의 실적 의원의 관심사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 등, 

의 입법부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청부입. 

법을 통해서 입법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제한된 , 

의원실 인력으로는 복잡하거나 양이 많은 법안을 모두 검토하기 힘들기 때

문에 청부입법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행정부에. 

서는 본인들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청부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슈 대응 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청부입법이 남발될 경우에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청부입법의 장점이 있지만 . 

청부입법이 점차 많아질 경우에는 입법부 본연의 업무가 잠식되어 갈 가능

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입법부가 본인들의 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고 . 

자정능력을 발휘해야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입법의 질적 향상 측면이 있

었다 의원실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경우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잘 다듬어지. 

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원실의 제한된 인력과 정보 접근 가능성으. 

로 인해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디테일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다

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입법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법조사처나 법제실과 같은 연구 기관을 이용하여 최대한 의원 발



- 97 -

의 법안의 질에 대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법안을 . 

만들 경우 행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보좌진 스스로도 입법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청부입법이 입법의 질적 측면에서 향상. 

시키는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자체적으로 의원 발의 법안에 대

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청부입법이 만연할 경우에 장기적. 

으로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입법 능력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입법능력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으로는 청부입법이 현안에 대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는 점과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진행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

다고 했다 법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빠르게 현안에 .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청부입법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 

통과된 이후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었다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 증액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도움을 줄 수 . 

있기 때문에 청부입법을 통해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 간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부입법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입법부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입법부. 

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갈등을 해결해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 

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 

부처 간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 등에서 해당 갈등을 적

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부입법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단순히 견제 감시를 넘어 협력적, 

인 관계로 만들어주는 데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청부입법이 아니더라도 단. 

순히 입법부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만 하거나 행정부는 오로지 예산집행 사, 

업 집행만 할 경우에는 적절한 국무수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법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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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예산 집행 등 전체적인 정책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부입법은 각 기관이 하나의 정. 

책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행정부는 어떤 사업. 

에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입법부에서 알 수 있고 행정부도 입법부가 ,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기관 모두 국민의 .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러한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청부입법의 여러 측면을 분석해 본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청부입법

이 제도적 방법은 아니지만 청부입법이 입법과정과 정책과정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부가 청부.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 본인들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행정부도 업무를 하다보면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부입법이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 

락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부도 본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청부입법 요청이 와도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기. 

도 하며 의원명의로 발의되는 법안의 질적 향상 측면에도 많은 부분 노력, 

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질적 하락과 보좌진의 입법 능력에 대한 우

려를 불식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청부입법의 긍정적인 면을 볼 때 단순히 청부입법 형식에 대한 비판

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 

울러 정책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협력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청부입법은 더 나은 입

법을 생산하고 좋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다. 



- 99 -

제 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제언2 

본 연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법 형태인 청

부입법에 대해 청부입법의 특성 청부입법을 사용하는 요인 그리고 청부입, 

법의 영향을 청부입법을 사용하는 주체인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청부입법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분석했다 청부입법은 행정부에서 . 

법안을 작성하여 의원을 통해 의원 명의로 발의된다는 특성 때문에 의원 발

의 법안과 청부입법을 구분하기 어렵다 청부입법이 입법 및 정책과정에서 .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입법 형태였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부입법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간 입법과 관련한 선행연. 

구들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청부입, 

법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연구 속에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청부입. , 

법은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절

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어렵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상호간의 합의하여 .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라고 보기 힘들지만 

정부에서 정부 명의로 발의해야할 법안들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은 

다분히 편법적인 관행이다 이런 편법이 지속적으로 사용 된다면 입법부의 . 

통법부화 행정부의 권한 강화 등 정책과정 및 입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학계와 언론에서는 청부입법에 . 

대해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청부입법은 학계와 시민사회 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청부입법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입법부와 행정부는 왜 편법적인 청부입법을 용인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작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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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부입법의 특성을 알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 

판단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어려웠던 청부입법에 대해 청부입법의 . 

주체가 되는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청부입법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 

청부입법이 편법이라는 기존 한계에서 벗어나서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법안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입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청부입법이라는 입법 형식이 입법 및 정책과정을 연구하는 데

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청부입. 

법을 입법과 정책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주요변수로 설정할 경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라는 점을 볼 . 

때 앞으로 청부입법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

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편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부입법의 긍정적인 면을 모색하고 

입법과 정책 환경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각 주체들의 

인식을 통해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청부입법이 편법인 점. 

은 청부입법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와 입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편법이라는 단점을 감수하면. 

서도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입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부입법이 입법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 

향을 고려했을 때 청부입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대체적

으로 청부입법의 긍정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특성이 입법 환, 

경과 정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청부입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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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었다 청부입법은 적극행정의 측면에서도 긍. 

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행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법안개정. , 

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서 청부입법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청부입법이 편법의 일환이라는 단점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청부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 할 경우 

법안 개요 참고사항 항목에 본 법안은 부의 요청으로 법안 발의가 진‘ XXX

행되었으며 의원실 검토 결과 현 상황에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되어 발의, 

합니다 등을 넣어 동료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동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 

록 하며 법안 심사를 직접 담당하는 법안소위원회 위원들도 어떻게 만들어

진 법안인지 알 수 있게끔 하여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 해본다 청부입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에 법안 발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청부입법이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부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사실을 감추기보다는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부여받

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청부입법이 편법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을 

넘어 청부입법의 기능과 영향에 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부입법이. 

라는 형식은 편법이라는 한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청부입법. 

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

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청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의 고. 

유 권한인 입법 기능이 퇴색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뷰 . , 

진술인들 다수가 입법 및 정책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공생하며 

협력해야 된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더 나은 입법과 더 좋은 정책

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생하며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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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 . ·

선에서 두 기관의 협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에서 청. 

부입법을 주제로 한 본 연구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의 협력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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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3

본 연구는 소수의 국회의원 보좌진과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이 각 기관 전체의 일반적

인 인식으로 확대 해석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두 기관의 청부입법에 대한 인식이 양적으로 분석되길 기대해 본

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통해 어느 정도 국회의원의 인식을 파악하기. 

는 했지만 입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부입법의 고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청부입법. 

의 내용과 통과율 등을 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부입법의 내용과 통과율 등을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

는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청부입법이 의원입법과 구분되기 힘들다. 

는 점에서 양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청부

입법을 통해 발의 된 법안을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법안들을 하나의 사례

로 설정하여 청부입법의 발의부터 통과까지의 과정과 해당 과정 중 입법부

와 행정부의 상호작용 방법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부입법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국민

을 위해 더 나은 입법과 더 좋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향후 청부입법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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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ontract 
Legisl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 A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n Contract Legislation

Yongjai Yu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ract legislation (legislation in which a bill made by the 

government is requested to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nd 

submitted in the name of the legislator)’ has no legal basis and is 

recognized as expedient. This characteristic acts as a disadvantage of the 

contract legislation, one of which is that it is difficult to have 

procedural justification of the legislation. However,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branches continue to use the contract legislation, bearing 

the disadvantages of the contract legisla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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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to reveal the reason why the contract legislation is still being used 

despite its shortcoming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the contract legislation. Furthermore, if the contract legis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gislative environment of Korea, we will try to 

find a way to complement for the shortcomings of contract legislation 

being expedient.

As a result of the study, unlike the existing critical views on the 

contract legislation, most of the public officials in the central 

administration and assistants to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had 

a positive view on the contract legislation. Bo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recognized that although the contract legislation was 

not an institutional method, it was an appropriate method considering 

the positive impact of contract legislation on the legislative and policy 

processes.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process of proposing bills through the 

contract legislation by the executive branch is that they give up their 

constitutional authority, but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has no choice but to propose bills through contract legislation 

while working. In addition, the legislative branch is showing its own 

ability to self-correct when it comes to concerns that the contract 

legislation will play a role in falling the legislative branch into general 

office (It is not an institution that makes laws, but an institution that 

only passes laws made by the executive branch). We think that it can 

dispel concerns about the quality of the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ability of the assistants in that it carefully reviews the contents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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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is a request for contract legislation, and puts a lot of effort 

into improving the quality of bills proposed in the name of legislators. 

In view of the positive aspects of the contrac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ontent aspect of the bill rather than simply criticizing 

the request legislation form. Furthermore, if it positively affects the 

legislativ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request 

legislation into an institutional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s the positive aspects of 

contract legislation, which is perceived as expedient, and reveals that it 

has a generally positive effect on the legislation and policy environment 

through the perceptions of each entit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gislative form of contract legislation has the potential to act 

as a major variable in studying the legislative and policy processes. If 

request legislation is set as a major variable in studying the legislative 

and policy processes in the future,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view of the fact tha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it has 

greater significance in that it opened a way for more in-depth research 

on the request legislation in the future.

keywords : contract legislation, assembly-initiated bill, 
government-initiated bill, legislative branch, executive branch, 
legislative process
Student Number : 2019-2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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