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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개 정부의 로스쿨 관련 6개 자문위원회에 민간부문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형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본

모형은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을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으로 구분하고, 반영여부를 반

영, 미반영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6가지의 참여반영성 유형을 도출하였다. 먼저, 문민정부의 사

법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었으나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고

반영 여부는 미반영인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새교육공동

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미반

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

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을 나타냈고, 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반영인 ‘낮은 구성-반영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제도의

채택은 외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둘째, 입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의결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법규화로 연계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동적

이고 복잡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도 행태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주제어: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 자문위원회, 민간부문, 참여반영성, 로스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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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나날이 민주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다원성이 강화되고 있는 요즈음 각종의 행정현상들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현상을 가급적 객관화시키려면 정부기구에 시민단체, 

이익집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대표되는 민간부문을 적정 수준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 제도 또는 정책에 대한 시

민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장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민주성은 물론 정

당성(또는 정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의 국가들조차도, 정부기

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은 여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정보화 시대의 심화, 지방화 경향의 확대, 제3섹터의 증대 및 민

간부문의 역량강화 추세 등과 같은 최근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볼 때, 민간부문의 참여와 반

영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규범적･현실적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숙 궤도

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박천오, 2002 : 1-3). 한 마디로, 오늘날의 사회적 환경은 정부의 

정책형성에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민간참여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한 나머지 기존의 정부제도와 관행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당위성과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정수준에서 정부기구에 대한 민간부

문의 참여와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문민정부’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

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였던 6개의 로스쿨 관련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

문의 참여반영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기본 골격

은 법대→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임용→변호사 개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

한 골격에 배어 있는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성 등을 근절･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가 로

스쿨 제도의 도입인데, 본 제도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 방금 전에 

언급한 자문위원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로스쿨 관련 자문위원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특정 정권에

서 일시적으로 설치된 다른 자문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들과는 달리 본 위원회

들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정권에 걸쳐 운영되어 왔었기에 정부별로 참여반영성의 

정체성을 차별적으로 구분해내는데 유용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이 정

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비교적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 출신부문별 위원들 간의 

상호작용 역시 비교적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펼쳐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그리고 분

석대상 시기를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제한한 까닭은 로스쿨제도의 논의가 문민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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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되어 참여정부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기구에 대한 민간부

문의 참여반영성 유형을 조작화한 뒤, 이를 3개 정권에 걸친 로스쿨 관련 6개의 자문위원회

에 각각 적용하여, 그 유형을 도출한 후 각 위원회별로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입법

화를 위해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법규 제정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시사점들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질

적 분석방법을 주로 활용하겠지만, 가급적 객관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심

층면접조사 등 양적 분석방법도 병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참여반영성의 개념

참여반영성(participative reflection)의 개념은, 비록 명확히 합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 분야 주요 학자들 대부분은 정부

기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각자 아래와 같은 특징적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Arnstein(1969)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영향력 크기에 따라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

는 8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조작(manipulation)･심리적 치유(therapy)는 실질적 비참여, 

정보제공(informing)･상담(consultation)･회유(placation)는 상징적 참여, 그리고 동업자관계

(partnership)･권력위임(delegated power)･시민통제(citizen control)는 실질적 참여로 나누어 개

념을 소개하고 있다.

McNair(1983)는 정부관료제와 시민단체 간 상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역할

기대, 자원배정, 독립적 멤버십의 선택･유지, 의사결정과정에의 관여, 정기적 만남의 빈도, 

그리고 고위층에의 접근성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근거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책을 추진하

려는 정부관료제의 의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oontz(1999)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권장･유도하려는 정부관료제의 노력을 공청회 개최, 

실무추진기구 운영, 우편물 발송, 그리고 기타의 네 가지로 구분한 뒤, 이들 각각에 대해 부

연 설명을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 상호간 그리고 정부관료제와 시민단체 간에 

대면적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청회의 개최 횟수가 많을수록 시민단체의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관료제의 노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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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포함시켜 실무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빈번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활용할수

록 시민단체의 참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Freidson(2001)의 경우, 참여반영성의 유형을 정부기구가 주로 정부관료들로 구성･운영되

고 있는 행태, 전문가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행태, 그리고 

정부관료가 민간부문 등을 통제하면서 그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태와 정부관

료가 정책공간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관여만하는 행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King & Stivers(2001)는 정부관료제의 시민단체 참여수용성에 대해 시민투입의 당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의 선호와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정부의 인식과 태도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바로 시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비록 많은 수의 연구가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참여반영성에 

대한 개념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천오(2002)는 정부기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

여와 반영을 조명하면서, 시민단체의 참여란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스스로의 이익을 반

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행위를 의미한다고 비교적 광의

적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정책과정을 

통해 투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반영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다소 한정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참여반영성이란 정부위원회라는 제도적 공간에 대해 민간부

문이 참여하여 그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자

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주체를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민

간전문가(예, 대학교수) 등 정부부문을 제외한 당사자들로 크게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는 정

부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들의 일반화를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2.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

지금부터는 Freidson(2001)의 참여반영성유형론을 중심으로 정부관료제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의 유형론은 정부관료제에 대

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빈번히 그리고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Freidson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가로축에는 ‘정책기구

의 특성’이라는 기준을 위계적(Hierarchical)･통합적(Coordinate) 행태로 나누었으며, 세로축에

는 ‘정책성향’이라는 기준을 주도적(Active)･반응적(Reactive) 행태를 나누어 배치하였다. 여



정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179

기서 위계적이란 민간부문이 배제된 채 주로 정부관료들에 의해 채워져 있는 공간에서 행

해지는 권위적 행태를 의미하며, 통합적이란 전문가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비교적 광범

위하게 허용되는 민주적 행태를 말한다. 그리고 주도적이란 정부관료가 민간부문 등을 통제

하면서 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행태이며, 반응적이란 정부관료가 정책공간에 있어서 최소한

의 관여만하고,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그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Freidson의 유형론은 위계적-주도적 유형, 위계적-반응적 유형, 통합적-주도적 

유형, 그리고 통합적-반응적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계적-주도적 유형은 주로 정부

관료들이 정책과정에 존재하며, 그들의 주장이 정책에 비중 있게 반영되는 유형으로서 민간

부문의 참여반영이 철저히 배제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인다. 위계적-반응적 유형은 주로 

정부관료가 정책과정에 존재하지만, 민간부문의 주장들이 대변되며, 그들의 주장이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본 유형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는 배제되지만 그들의 주

장은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관료의 후견적 행태가 찾아진다. 통합적-주도

적 유형은 민간부문의 정책과정에의 광범위한 참여는 허용되지만, 정책에 주로 정부 관료의 

주장이 반영되는 유형을 말하므로, 여기에서의 민간부문의 참여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

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반응적 유형은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가 허용될 뿐만 아

니라 그들의 주장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되는 유형을 의미한다. 본 유형에 있어서 민간부문

이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식의 방임적 모습이 발견된

다(<표 1> 참조).

<표 1> Freidson의 참여반영성유형론

구 분
정책기구의 특성

위계적(Hierarchical) 행태 통합적(Coordinate) 행태

정책
성향

주도적(Active) 행태
위계적-주도적 유형

(Hierarchical-Active type)
통합적-주도적 유형

(Coordinate-Active type)

반응적(Reactive) 행태
위계적-반응적 유형

(Hierarchical-Reactive type)
통합적-반응적 유형

(Coordinate-Reactive type)

[출처] Freidson(2001)을 근거로 재구성.
   

이러한 Freidson의 유형론은 4가지(2X2)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기에, 정부관료와 민간부문

의 구성 비율 등 복잡한 정부관료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특징 모두를 대변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의 유형론은 민간부문의 참여에 해당하는 정책기구의 

특성과 반영에 해당하는 정책성향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류기준 없이 위계적･통합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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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반응적 행태로 나누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복잡한 참여반영성 행태들을 보다 논리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각 유형의 정체

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즉,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을 각각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

은 구분하고, 반영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구분함으로써 6가지의 참여반영성 유형을 도출

하였다(<표 2> 참조).

<표 2> 민간부문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

구분
참여구성

낮은 구성
(low composition)

동등 구성
(equal composition)

높은 구성
(high composition)

반
영
여
부

반영
(reflection)

낮은 구성-반영
유형

(low composition-
reflection type)

동등 구성-반영
유형

(equal composition-
reflection type)

높은 구성-반영
유형

(high composition-
reflection type)

미반영
(non reflection)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

(low composition-
non reflection type)

동등 구성-미반영
유형

(equal composition-
non reflection type)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

(high composition-
non reflection type)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정부위원회를 사례로 들어 분류기준과 그 기준에 의해 도출된 유

형들을 순서대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낮은 구성이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

간위원의 수가 정부위원의 수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하고, 동등 구성은 동수를, 높은 구성은 

민간위원의 수가 정부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반영여부에 있어서 반영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산출물로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고, 미반영은 민간부문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정부관료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정체성

과 객관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Freidson 유형론의 한계점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필자들도 이러한 시도들이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왜냐

하면 정부위원회 소속 개별 위원들의 영향력 내지 적극성 등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여구성은 출신별 참여위원의 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반영여부는 제한된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 및 관련 정부문서, 그리고 참여관

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보다 역동적이고 객관적인 질적 

분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계에서 주요 모형으로 광범위하

게 수용되고 자주 인용되는 Freidson 유형론의 한계점 상당 부분들을 개선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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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이어서 6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과 각 유형들에 대한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2. 04. 22>). 

먼저, 낮은 구성-반영 유형(low composition-reflection type)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는 정

부위원에 비해 낮은 구성이지만 그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산출물로 채택되는 유형으로

서, 이후 모든 유형의 민간위원 의견은 정부위원의 주장과 동일할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다. 본 유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례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

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참여가 정부위원보다 낮은 구성 상황에서, 2011년 민간

위원의 의견인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정부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하기에 이른다.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low composition-non reflection type)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는 정

부위원에 비해 낮은 구성이지만 그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산출물에 채택되지 않는 유형

으로서, 본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외국인정책위원회이다. 본 위원회

는 민간위원의 참여가 정부위원에 비해 낮은 구성 상황에서, 2006년 민간위원의 의견인 초･
중등교육의 다문화교육 강화 등을 위한 별도의 다문화지원기구의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정

부위원이 예산상의 문제 등을 내세우며 당장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위원회 채택은 무산되기에 이른다. 

동등 구성-반영 유형(equal composition-reflection type)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는 정부위

원과 동수이지만, 그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산출물에 채택되는 유형으로서, 본 유형의 

사례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

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7년 민간위원의 의견인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 확대에 대해 정부위원들이 동의하여 위원회 채택을 하기에 이른다.

동등 구성-미반영 유형(equal composition-non reflection type)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는 

정부위원과 동수이지만, 그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산출물에 채택되지 않는 유형으로서, 

본 유형의 사례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

부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9년 민간위원의 의견인 정규직전환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려 했으나, 정부위원이 재원확보상의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채택

에 실패하고 말았다.

높은 구성-반영 유형(high composition-reflection type)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는 정부위원

에 비해 높은 구성인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산출물에 채택되는 유형이다. 

본 유형의 사례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정부위원보다 높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민간위원의 의견인 제주광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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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협력사업에 코스메틱클러스터(Cosmetic Cluster)사업을 정부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

여 위원회 채택을 하기에 이른다.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high composition-non reflection type)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는 정

부위원에 비해 높은 구성이지만, 그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산출물에 채택되지 않는 유형

이다. 본 유형의 사례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책홍보자문

위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정부위원보다 높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민간위원들이 정책홍보 관련 전국조직망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 정치

적 오해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위원에 의해 위원회 채택이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Freidson의 유형론(2×2)을 소개한 뒤,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발전시켜 실제 

복잡한 양상의 참여반영성을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정체성을 지닌 6가지 유형

(3×2)들로 구성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그 각각의 유형에 대해 간략한 설

명과 함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정부위원회 사례들을 발굴･소개해 보았다. 이제

부터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해보고, 분석

틀을 조명한 후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례인 정부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

간부문의 참여반영성의 정체성을 밝혀 나가려 한다.

3. 참여반영성 관련 선행연구

참여반영성을 다룬 주요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rnstein(1969)은 정

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유형을 분류해내려고 시도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정책의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분석결과를 밝힌 바 있다.

Rosener(1978)는 시민참여의 목적을 중시하였는데,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을 개방하고 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려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가 양질의 정책대안 발굴과 같은 

기능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omas(1993)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수용성과 정통성이 크게 요구될 때는 광범위

한 시민참여가 필요하지만, 정책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질과 기술적 적합성이 요구될 때

는 시민참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다시 말

해서, 상황에 따라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Dunn(1994)은 이슈의 성격에 따른 효과적인 참여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갈등

의 수준이 높은 이슈의 경우는 정책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워크숍 등 (장기적인 관점에

서) 합의 도출에 유리한 시민참여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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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소수 집단들로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들 집단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이 효과적인 참여방식이 될 수 있는 반면, 이해당사자들이 조직화되

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론조사나 공청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들

과 보다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참여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시사했다.

Timney(1996)는 시민 영향력의 수준을 기준으로 세 가지 참여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며 정부는 상담자로 봉사하는 적극적 참여. 둘째, 

정부가 정책과정의 주도권을 가지며 시민참여는 형식에 그치는 소극적 참여. 셋째 시민이 

정부와 정책과정에의 영향력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환적 참

여. 그는 이 3가지 모형 가운데 적극적 참여모델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국내 학자로서 박천오(2002)는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관료제의 시민

참여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즉, 한국에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정책과정의 실질적 주체

인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450여명의 중앙 및 지

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수용성이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시민참여의 활성화 가능성을 전망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조사결과, 설문당시 공무원들에게서 시민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

준의 공무원들의 의식상태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상황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

한 수준임은 분명하지만, 향후에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내실 있는 시민참여가 제약되는 일은 

점차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선행연구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은 정부관료제에의 시민참여가 필

요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기껏해야, 그것도 몇몇 선행연구들

만이 만약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정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필요성 여부에 대한 단순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반영의 수준에 대한 가치판단을 시도하려고 한다. 나아가 참여반영성

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유형별 행태의 정체성과 객관성 등을 보다 명백하게 

밝히려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의미 있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4. 연구의 분석틀

이미 서론에서 밝혔지만, 본 연구는 로스쿨제도 관련 정부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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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및 반영을 정부별 자문위원회에 각각 적용시켜 6개 위원회에 대한 참여반영성의 유형

을 각각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나름의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수단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분석틀에 대해, 비록 이전의 ‘참여반영성의 유형론’ 부분에서 일부 언급은 있었지만,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에 있어서, 

낮은 구성은 민간위원의 수가 정부위원보다 적은 경우이고, 동등 구성은 동수이며, 높은 구

성은 민간위원이 더 많이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반영여부에 있어서 반영은 민간

위원의 의견이 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고, 미반영은 채택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림 1> 분석틀의 구성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참여구성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 →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 ↓

구분
참여구성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

반
영
여
부

반영
낮은 구성-반영

유형
동등 구성-반영

유형
높은 구성-반영

유형

미반영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
동등 구성-미반영

유형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

Ⅲ. 로스쿨제도의 개관

1. 로스쿨제도 도입 추진경과

로스쿨(Law School)은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학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전공 소유자들의 법조계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법조계 인력구

성에 다양성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학부와 분리된 3년제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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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였지만, 제도의 도입을 전후로 하여 심각한 사회적 충격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주요 추진경과를 매스컴의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우선, 문민정부에서는 윤관 대법원장이 1993년 11월 3일 로스쿨제도 등에 대한 논

의를 시작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

하였고, 국민의 정부 역시 대통령자문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이전보다 활

발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조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에 이른다. 

본격적으로 로스쿨제도를 논의했던 시기는 참여정부시기이다. 참여정부시절인 2003년 6

월 10일에 청와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

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이에 발맞춰 대법

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로스쿨을 2008년에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설치된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
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변호사협회는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해서 

사개추위가 마련한 로스쿨 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반발에 직면한 교육인

<표 3> 로스쿨제도의 주요 추진경과1)

일 시 내 용

1993. 11. 03 대법원장,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설치

1999. 05. 07 대통령,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2003. 06. 10 청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검토

2003. 07. 03 교육인적자원부, 로스쿨 도입 추진 발표

2004. 10. 05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05. 17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05. 18 변호사협회,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6. 06. 30 교육인적자원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발표

2007. 04. 23 법대학장들, 로스쿨법안 지연에 따른 항의 단식농성

2007. 07. 03 국회,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안 통과

2009. 03. 01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출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2008. 02. 04일자, 검색일: 2011. 07. 13>를 근거로 재구성.

1) 본 연구의 범위를 문민정부부터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경과를 참여정부 위주로 기술한 것은 이

전 정부의 로스쿨제도 관련 위원회들은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작용 등 역동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판

단 때문이다. 반면, 참여정부부터 본격적인 전담위원회들이 만들어졌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

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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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부는 로스쿨 도입을 2009년 3월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 법

대학장들은 법조 인력의 다양화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며 로스쿨법안의 원안 실시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러한 첨예한 갈

등 구조 속에서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7월 3일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로스쿨제도의 역동적인 도입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

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참여정부는 물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설치･
운영되었던 관련 자문위원회들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의 개요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했던 정부위원회들은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

위원회·세계화추진위원회, ‘국민의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그리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총 6개이다.

먼저,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윤관 대법원장의 취임 직후인 1993년 11월 대법원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서, 로스쿨 등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기구이다. 하지만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본 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제도에 관련된 논의

는 세계화추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1995년 1월에 출범한 범행정부적 성격의 세계화추진

위원회는 법률서비스 및 법학 교육의 세계화를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로스

쿨 관련 논의는 세부위원회인 사법개혁위원회가 맡았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1998년 11월에 설치된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로스쿨 관련 논의는

세부위원회인 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맡았다. 그러나 본 위원회 역시 로스쿨과 관련해서

는 별 다른 성과물을 내지 못하자,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에 이른다. 이 위원회가 바로 1999년 5월에 설치된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인데, 여

기에서 로스쿨이 포함된 종합적인 사법개혁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2003년 8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공동추진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즉,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은 사법부가 주축이 되어 설정하되, 구체적인 추진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사법개혁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회는 전술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

령자문기구로서 2005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yeominlaw?Redirect=Log&logNo= 11001743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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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11. 07. 14>).

3. 로스쿨제도 관련 선행연구

로스쿨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

했다고 판단되는 최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중원(2004)은 변호사 대량 증원론의 허구성과 로스쿨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면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

은 로스쿨 도입 당위성 및 필요성부터 우리나라 법조 실상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

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당시의 로스쿨 도입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는 법조인

구, 특히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은 낮은 반면 변호사 보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높으며,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는 법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도입하여 변

호사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최윤철(2007)은 로스쿨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2)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존에 알려져 있는 입법평가의 기법

에 따라 해당 법률이 최적의 법률인지, 또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가 

최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동 법률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예측과 검토는 향후 동 법률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일정한 시점

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동 법률을 통한 입법목표의 실현 정도 및 수범자들의 법

률에 대한 수용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률의 개선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황해봉(2007)은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관련 법제를 비교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 법률안과 이후 제정된 로스쿨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로스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률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었지만, 

앞으로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로스쿨법상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슈들3)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

2) 입법평가란 법률안에 대한 결과의 예측과 평가를 통하여 해당 법률의 개선 또는 법률제정의 불가피

성을 판단하여 최적의 법률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법률의 제정과정에 따라 각각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평가요소 및 기준은 물론 

평가목표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김수용, 2011).

3) 주요 이슈들로는 로스쿨의 구체적인 인가기준, 로스쿨의 총정원, 다양한 교원 확보, 법학전공자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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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염형국(2008)은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를 위해서는 공익법 활동 프로그램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전담자를 두고, 공익인권법 강의가 

가능한 적절한 교원을 확보하며,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나서서 공익인권법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정리, 모델의 개발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다양

한 공익인권법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보다 적절하고 구체화된 모델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최완진(2008)은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교수방법에 관해 고찰을 하였다. 먼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학부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 양성제도로부터 대학

원차원의 법학전문교육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로의 전

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기존의 법학교육이 추구하던 것과

는 다른 비전과 목표를 가진 로스쿨제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대학원 교육체제로서 그 교육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

로 1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재 2년 과정인 사법연수원의 실무연수와 관련된 일부 기능

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법의 

개발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스쿨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로스쿨제도를 다양한 각도에

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인지한 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로스쿨 관련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등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별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출신자에 대한 입학제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되는 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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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별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1. 정부별 참여반영성 분석

1) 문민정부의 참여반영성 분석

(1) 사법제도발전위원회

① 참여구성 분석

우리나라 최초로 로스쿨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자문기구인 사법제도발전위

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 설치되었으며, 법조계 등의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단

체 등의 민간위원들도 포진되어 있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참여를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4)을 통해 살펴보면, 민간

위원은 건국대 이사장, 변호사, 교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 집행

위원장, 신문편집인회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MBC 해설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

부위원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서울

고검 검사장, 총무처 차관,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표 4> 참조).

결국, 민간위원이 정부위원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5) 

4) 정부위원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정부관료를 의미하며, 민간위원에는 시민단체·이익집단·대학과 같

은 민간부문의 관련 인사를 포함시켰다. 단 국공립대학 소속의 전문가들은 신분과는 달리 실질적 특

성을 감안해 민간위원으로 분류했다. 한편, 위원의 성명은 본 연구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생략했다. 이러한 구성 현황은 위원회 설치 초기를 기준으로 작성

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설명은 이후 자

문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은 정부부문 대비 참여 수에 따라,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단순한 참여 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 등도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측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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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6)

민간위원(18명) 정부위원(12명)
직위 직업 직위 직업

위원장 건국대 이사장 주무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부위원장 변호사 위원 국회의원 2명

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위원 서울고등법원장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위원 법무부 차관
위원 교수 3명 위원 경제기획원 차관

위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 

집행위원장
위원 서울고검 검사장

위원 신문편집인 회장 위원 판사 3명
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위원 총무처 차관
위원 이화여대 총장 위원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위원 MBC 해설위원
위원 변호사 3명
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위원 한국일보 심의실장
위원 KBS 보도본부장

 [출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5>을 근거로 재구성. 

② 반영여부 분석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1993년 11월에 설치되어 1994년 2월까지 로스쿨제도 도입을 포함

한 사법제도개혁법안을 논의하였다. 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로스쿨제도 도입

과 관련해서 민간위원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5명을 제외한 13명이 지지

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한 반면, 정부위원의 경우 경제기획원 차관, 

총무처 차관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이 지지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법대교수 등 민간위원들은 로스쿨제도 도입이 법조 인력의 다양화, 변호사 수임료의 

전반적인 하락 등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도입 주장을 하였으나, 판사 등 정부

위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만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법조인력의 질을 저

하시킬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도입할 경우 법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 등

을 피력하며 강하게 반대하게 된다. 

결국, 로스쿨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위원의 주장 속에 민간위원의 주장은 전혀 받

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 내부의 개혁에 중점을 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의 인권보호개

6) 본 연구에서는 정부위원을 행정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확대하여 넓은 의미의 

정부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정체성을 높이고, 정부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반영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도 정부위원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국가기

록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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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안, 시군 법원과 고등법원 지부 창설 등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안, 서울민형

사지방법원 통합 등의 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등만이 94년 2월 16일에 채택되

는데 그친다(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9>).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 배석하였던 5급 

이상 5명의 관료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23-31일에 걸쳐 전화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 보았

다.7) 참고적으로 위원들을 직접적인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해당 당사자라는 점에

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으며, 이들은 (배석 당시 기준으로) 4급 3

명･5급 2명이고, 남자 4명･여자 1명이며, 40대 2명･50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제시한 질문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로스쿨제도 도입 주장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이었으며, 선택 가능한 응답 항목은 반영과 

미반영이다. 응답 결과, 5명 모두 미반영에 응답을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반영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충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간부문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법조계 및 출신위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논의 자체

를 백지화하려는 등 적극적인 공세 때문이라는 것이 면접대상 관료들의 한결같은 논리였다. 

결국,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위원의 강력한 반대 속에 민간위원의 주장은 최종적으

로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 대한 민간

부문의 반영여부는 미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8)

(2) 세계화추진위원회

① 참여구성 분석

문민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정기능을 포괄하는 기구로서, 로스쿨 관련 사

항은 세부위원회인 사법개혁위원회가 맡아 논의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참여를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을 통해 고찰해 보면, 민간위

원은 전 경실련 사무총장, 교수 등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위원은 행정쇄신위원장, 교육

개혁위원장, 부패방지대책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되었다(<표 5> 참조).

결국, 민간위원이 정부위원보다 수치상 다소 적은 참여를 보였고, 위원장 역시 정부위원

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7) 배석한 관료들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등의 정보는 현역 A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8)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반영여부는 이들 주장의 위원회 내 채택여부, 면접조사결과 등으로 분석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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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

민간위원(2명) 정부위원(3명)
직위 직업 직위 직업
위원 전 경실련 사무총장 위원장 행정쇄신위원장
위원 교수 위원 교육개혁위원장

위원 부패방지대책위원장

 [출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5>을 근거로 재구성. 

② 반영여부 분석     

1995년 1월에 출범한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수(사법시험 합격자 

수) 확대,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위시로 하여 로스쿨제도 도입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로스쿨과 관련된 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보면, 민

간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도입의지를 반영하려는 정부위원들 역시 제도 도입에 대해 찬

성입장을 보였다. 즉,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모두 고객지향적 입장에서 다양한 국민이 로스

쿨에 진입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수임료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였다(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 

go.kr, 검색일 : 2011. 07. 20>).    

그러나 법조계 등 외부의 강력한 저항으로 민간위원들의 주장이 채택되지 못하게 된 것

이다. 실제로, 위원회 외곽에서 로스쿨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박세일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

수석은 “로스쿨제도 도입이 대통령의 특명사항이었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법조출신인 민정수

석이 반대했고, 후에 대법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조계는 비법조인

들이 개혁을 좌우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하였고, 법조계 출신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세계

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와 대법원의 합동 논의 결과, 로스쿨제도 도입이 채택되지 못

하였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996년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하고 매년 100명씩 증원하여 

1,000명까지 증원하는 선에서 의결되기에 이른다(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yeominlaw? 

Redirect=Log&logNo=110017433969, 검색일 : 2011. 07. 14>).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객관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5급 

이상 4명의 관료를 대상으로 전화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 모두 미반영에 답변을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9) 아울러, 민

9) 본 면접조사는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에 배석해 온 위원 아닌 5급 이상 4명의 행정부 관

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4급 2명･5급 2명이고, 남자 3명･여자 1명이며, 30대 1명･40대 2
명･50대 1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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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의 주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위원회 외곽에 있는 사법시험 출신의 법

조계 등이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입장 때문이라는 것이 

면접대상 관료들의 동일한 논리였다. 더 나아가 강한 반발에 대해 민간위원은 거부반응을 

보였지만, 정부위원은 찬성입장에서 반대입장으로 선회하여 위원회 불채택이 더욱 가중되었

다는 것이다. 

결국,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외곽 법조계 등의 강력한 반대 속에 민간위원의 주장은 결

국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

영여부는 미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의 정부의 참여반영성 분석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

① 참여구성 분석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육성의 추진전략 및 정

책을 개발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출범했으며, 로스쿨 관련 사항을 논의했던 세

부위원회는 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이었다.

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참여를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을 통해 조명해 보면, 

민간위원은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위원은 전무하였다(<표 6> 참조).

결국,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

민간위원(8명) 정부위원(0명)
직위 직업 직위 직업

위원장 교수
위원 연세대 법대학장
위원 한양대 법대학장

위원 교수 5명

 [출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6>을 근거로 재구성. 

② 반영여부 분석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1998년 11월에 출범하여, 로스쿨제도 도

입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였다.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련된 의제는 문민정부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에서는 여러 일반안건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며,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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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몇몇 주요안건 중 하나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에서는 로스쿨제도만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전 위원회에 비해서는 보다 심

층적인 논의를 했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민

간위원은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정부위원의 참여는 배제되었기에, 이들의 입장에 대해 기

술할 여건은 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민간위원은 로스쿨제도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직무경험이 있는 법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많은 변호사를 양성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법고시 

준비로 묶여있는 고급 인재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러한 논리 

등을 근거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1999년 8월 법학교육제도개선 

연구(연구용역), 즉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을 의결하게 된다. 이는 학부전공자(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3년제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로스쿨제도 도입 방안은 대통령에게 건의하자마자 무산되

기에 이른다. 이는 이전의 위원회 경우처럼 법조계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법무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이 3년 안에 양성될지 의문이고, 과도한 수학 비

용으로 인한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는 것 등이 반대의 논리였다. 결국,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로스쿨제도 도입안은 입법으로 연계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국

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22>).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 배석했던 5

급 이상 4명의 관료들을 대상으로 전화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 모두 반영에 답변

을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10) 아

울러, 민간부문의 주장이 반영된 것은 법조계 등 정부위원이 부재하여 견제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면접대상 공무원들의 유사한 논리였다.

결국,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서, 최소한 본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영여부는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① 참여구성 분석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인권의 신장과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사회정의를 실현

10) 본 면접조사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 배석했던 위원 아닌 5급 이상 4명의 

행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4급 1명･5급 3명이고, 남자 2명･여자 2명이며, 40대 2
명･50대 2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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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법제도 개혁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자문기구이다. 

본 위원회의 참여를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을 통해 고찰해 보면, 민간위원은 

변호사, 교수, 방송기자클럽회장, 전 행자부차관, 조선일보 논설위원, 소비자문제연구시민의 

모임회장 등 15명이고, 정부위원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 법무부 검찰국장,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7> 

참조).

결국, 민간위원이 정부위원보다 더 많은 수의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추진

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

민간위원(15명) 정부위원(5명)
직위 직업 직위 직업

위원장 변호사 위원 대검찰청 차장검사
위원 교수 3명 위원 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
위원 변호사 4명 위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위원 방송기자클럽 회장 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위원 전 행자부차관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위원 성공회대 총장
위원 여수대 총장
위원 소비자문제연구시민의 모임 회장
위원 메디슨 대표

[출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6>을 근거로 재구성. 

② 반영여부 분석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로서 1999년 5월에 설치되었다. 본 위원

회에서는 로스쿨제도 도입에 직접 관련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

구제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인 합리화･전문화,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로스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경우, 변호사 4명을 제외한 11명이 지지를 하여 전반적으로 찬성입장을 나타냈고, 정부위원

의 경우는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을 제외한 4명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즉, 법대교수 등 민간위원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을 선발

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시험대신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피력하였다. 반면,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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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부위원은 로스쿨 이외의 공인된 법학교육기관이 있는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

스쿨 졸업생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로스쿨 입학정원을 제한해 

놓는다면 법조인 직업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뿐

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이미 

다양한 법적 지식과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논리 등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펼치

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본 위원회는 반대입장을 취했던 법무부가 주도를 했으며, 로스쿨제도 도입은 적절

하지 않다는 정부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주장 속에 민간위원의 도입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사법시험에 대해서만 장기적으로 절대 점수제인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되 정원제는 유지하고, 응시자격 및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선발시험제도의 개선과 선

발 후 교육제도로서 한국사법대학원 도입 등을 2000년 5월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게 된다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24>).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본 위원회에 배석한 5급 이상 5

명의 관료를 중심으로 전화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모두 미반영에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1) 아울

러, 민간부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직전 위원회인 새교육공동체위원

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서 법조계 등 정부위원이 참여하지 않아 로스쿨제도 도입이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되었던 사실을 고려한 나머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로스쿨 

도입 방안을 채택 이전 단계에서 막아보겠다는 정부위원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면접대상 공무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결국,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전혀 반영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영여부는 미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3) 참여정부의 참여반영성 분석

(1) 사법개혁위원회

① 참여구성 분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개 정부에 걸쳐 로스쿨 관련 자문위원회가 4개나 존재하였으나,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2월 

11) 본 면접조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배석한 5급 이상 5명의 행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4급 2명･5급 3명이고, 남자 4명･여자 1명이며, 40대 3명･50대 2명으로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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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03

년 8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설치

된 것이 대법원 산하 자문위원회인 사법개혁위원회이다.

본 위원회의 참여를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을 통해 조명해 보면, 민간위원은 

변호사, 교수, 경실련 고문, 참여연대 고문, KBS 해설위원, 조선일보 판매국장, 금호아시아

나그룹 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11명이고, 정부위원은 법원행정처차장, 판사, 법무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헌법재판소 사무

차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표 8> 참조).

결국, 민간위원이 정부위원보다 1명이 많게 참여를 하고 있었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

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사법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

민간위원(11명) 정부위원(10명)
직위 직업 직위 직업

위원장 변호사 부위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위원 변호사 2명 위원 판사 2명
위원 교수 2명 위원 법무부차관
위원 경실련 고문 위원 법무부관리관
위원 참여연대 고문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위원 KBS 해설위원 위원 국방부 법무관리관
위원 조선일보 판매국장 위원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위원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위원 노사정위원회 실무위원

 [출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7>을 근거로 재구성. 

② 반영여부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할 주체로서 2003년 10월 대법

원 소속으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본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인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

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

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회는 매월 2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27회의 회의를 열었는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민간위원은 분명한 찬성입장을 표명했고, 정부위원 역

시 판사 2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즉,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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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에 진입할 수 있고,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제도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

다는 것이 주도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정부위원마저도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까닭은 2003

년 8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채 서열과 기수에만 얽매어 대법

관을 제청함에 따라, 사시출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고, 이와 관련하여 사법개혁의 

요구가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2004년 12월 본 위원회는 최종건의문을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을 2007년부터 1단계로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로스쿨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위원

회는 로스쿨제도의 채택에 대한 입법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에 본 사항을 넘기게 된다(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26>).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 배석한 5급 이상 5

명의 관료를 대상으로 전화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모두 반영에 답변을 했다. 이

에 따라 민간부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12) 아울러, 민간부

문의 주장이 반영된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

한 채 서열과 기수만으로 이들을 임명시킴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불만과 이에 따라 다양화

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면접대상 공무원들의 일치된 논리였다.

결국,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반영됐다는 점에

서, 본 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영여부는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① 참여구성 분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의 내용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구이다.

본 위원회의 참여를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을 통해 고찰해 보면, 민간위원은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리걸타임즈 고문, 신문발행인포럼 이사, 이화여대 총장,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8명이고,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

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12명

으로 구성되었다(<표 9> 참조).

결국, 민간위원이 정부위원보다 더 적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

12) 본 면접조사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배석한 5급 이상 5명의 사법부 관료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이들은 4급 3명･5급 2명이고, 남자 3명･여자 2명이며, 40대 4명･50대 1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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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수준은 낮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성 현황

민간위원(8명) 정부위원(12명)
직위 직업 직위 직업

공동위원장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리걸타임즈 고문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위원 신문발행인포럼 이사 위원 법원행정처장
위원 이화여대 총장 위원 법무부장관
위원 교수 위원 국방부장관
위원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위원 고려대 법무대학원장 위원 노동부장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원 기획예산처장관

위원 법제처장
위원 국무조정실장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위원 노사정위원장

 [출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7>을 근거로 재구성.
 

② 반영여부 분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전술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

한 후속추진기구로서, 2005년 1월에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회는 채택된 로스쿨제

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정부위원도 로스쿨제도의 도

입에 분명한 찬성입장을 지녔다. 

즉, 법률시장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진입완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임료 부담 경감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하며,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기

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로스쿨제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게 되는데, 2005년 4월 21일 로스쿨제도 관련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2005년 5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결국, 채택된 법률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쳐 2005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대학장 등은 로스쿨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2007. 03. 

23)하는 반면, 변호사협회 등은 로스쿨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입법청원(2007. 04. 12)을 하

는 등 격렬한 이분법적 상호작용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법조인력의 다양화 제고라는 대

통령의 의지와 일반 국민의 지지 등으로 인해 2007년 7월 3일 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가결

되게 되고, 2007년 7월 27일 공포되어,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국가기록



200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29>). 

한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이고 정부위원이 민간위원보다 높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어

느 정도의 통제는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의지 등에 따른 로스쿨

제도의 도입 확정은 정부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민간위원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행사된 부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본 위원회에 배석한 5급 이상 5명의 관

료들을13)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모두 민간부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주장이 반영된 것은 대통령, 국민, 그리고 정부위원의 지지 때문이라는 것이 면

접대상 공무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결국,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반영됐다는 점에

서, 본 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영여부는 직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분석의 종합

지금까지 지난 3개 정부별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을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되었다(<표 10> 참조).

먼저,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 있어서 민간위원은 정부위원보다 참여구성이 높

았지만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을 나타냈다. 로스쿨제도에 대

한 도입 입장은 민간위원이 전반적으로 찬성을 나타낸 반면, 정부위원은 강력한 반대 입장

을 보여 위원회 차원에서 로스쿨제도는 불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법화로도 연계되지 않

았다. 그리고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는 참여구성이 낮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도 미

반영으로 나타나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제도도입입장에 대해 민간위원뿐

만 아니라 정부위원도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외부 법조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위원

회 채택은 불발되기에 이른다. 즉, 외부 법조계 등의 강한 반발에 대해 민간위원은 거부반

응을 나타냈지만, 정부위원은 찬성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위원회 불채택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참여구

13) 본 면접조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배석한 위원 아닌 5급 이상 5명의 행정부관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4급 4명･5급 1명이고, 남자 4명･여자 1명이며, 30대 1명･40대 3명･50대 1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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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도 반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높은 구성-반영유형으로 나타

났다. 로스쿨제도를 찬성하는 민간위원들만으로 구성이 되었고 정부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은 별다른 저항 없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후 건의과정에서 

법조계 등의 강한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는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참

여구성이 높은 구성이었지만 반영여부는 미반영이라는 점에서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에 대해 민간위원은 전반적으로 찬성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위원은 지속

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채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이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이

라는 점에서 높은 구성-반영유형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에 있어서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정

부위원도 찬성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로스쿨제도 도입을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전달하여 과도적 입법화를 지향하게 된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참여구성

이 낮은 구성이었지만 반영여부는 반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낮은 구성-반영유형으로 나

타났다. 법조 인력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도입에 있어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정부위원도 찬성입장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제도채택이 가능해 졌으며, 입법화까지 이어지

게 된 것이다.       

<표 10>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결과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사법제도

발전
위원회

세계화
추진

위원회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

사법개혁
추진

위원회

사법
개혁

위원회

사법제도
개혁추진
위원회

자
문
위
원
회

내
부

참여구성 높은 구성 낮은 구성 높은 구성 높은 구성 높은 구성 낮은 구성
반영여부 미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반영

유형
높은 구성-
미반영 유형

낮은 구성-
미반영 유형

높은 구성-
반영
유형

높은 구성-
미반영 유형

높은 구성-
반영
유형

낮은 구성-
반영
유형

위원별
로스쿨
제도

도입 입장

민간위원 :
  도입찬성
정부위원 :
  도입반대

민간위원 :
  도입찬성
정부위원 :
  도입찬성

   →
  도입반대

민간위원 :
  도입찬성
정부위원 :

  기술 불가

민간위원 :
  도입찬성
정부위원 :
  도입반대

민간위원 :
  도입찬성
정부위원 :
  도입찬성

민간위원 :
  도입찬성
정부위원 :
  도입찬성

위원회의
로스쿨
제도 

채택 여부

불채택 불채택 채택 불채택 채택 채택

외
부

입법화 
연계여부

불연계 불연계 불연계 불연계 과도적 연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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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시사점)

정부별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과정에서는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위원회에 있어서 제도채택을 둘러싸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모두 찬성을 한다면, 

제도채택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를 둘러싼 위원

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

의 경우 양쪽 위원이 로스쿨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였지만, 위원회 외곽에 위치해 있는 법조

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자문위원회 차원의 제도채택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

위원회는 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의 인사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 행태를 보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둘째, 입법화를 위해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법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

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채택된 안이 입법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즉,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로스쿨제도 도입을 의결하여 채택했지만, 이

후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법조계 등 반대론자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해 법규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도권인 정부위원회의 결정이 비제도권인 이해당사자

들에게 포획당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도 행태적 정체성이 명

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높은 구성-미반영유형, 세계화추진위

원회는 낮은 구성-미반영유형,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높은 구성-반영유형, 사법개혁추진위원

회는 높은 구성-미반영유형, 사법개혁위원회는 높은 구성-반영유형,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추

진위원회는 낮은 구성-반영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에 대해 좀 더 세분화되고 정체성 등을 제

고시킬 수 있는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 유형론의 정당성을 확보하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6가지 유형들 각각에 대한 적합한 사례들을 발굴해 적용을 시도한 

측면 등에서 나름의 학문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로스쿨제도라

는 하나의 제한된 사례만을 가지고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

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동원된 자료들의 대부분이 객관성 등을 충

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에 본 유형론의 일반화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 같은 자료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유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던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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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대한 거버넌스적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물론 반영수준에 대한 사례분석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간 상호작용과정 등 역동성에 대한 조망과 같은 부분들은 차후의 과

제들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들과 학문적 아쉬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은 물론 국회도서관 등에서조차도 그러한 요건을 갖춘 관련 자료들

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아쉬웠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각종 기구에서 

벌어지는 회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정리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보관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용. (201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공법연구｣, 39(4).

박천오. (2002).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0(2).

유중원. (2004).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과 로스쿨제도 도입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337. 

염형국. (2008).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 방안. ｢인권법평론｣, 2.

양승일. (2007). 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수용성 분석 : 건강보험통합정책을 둘러싼 

NIG(NGO-Interest Group)에 대한 정부의 참여수용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정병석 외. (2009). ｢법조인 양성체제의 개혁｣.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최완진. (2008).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상사법분야의 개설과목과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28.

최윤철. (2007). 로스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6(1). 

황해봉. (2007). 로스쿨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공법연구｣, 36(1).

Arnstein, S.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mmers, 35(4).

Dunn, W. N. (1994). Public Policy Analysis：An Introduction. 2n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Freidson, E. (2001). Professionalism : The Third Logic. Cambridge : Polity Press. 

King, C. S. & Stivers, C. (2001). Reforming Public Administration : Including Citizens, in Kuotsai Tom 

Liou(eds.). Handbook of Public Management Practice and Reform. New York : Marcel Dekker, 

Inc.

Koontz, T. M. (1999). Administration and Citizens : Measuring Agency Officials' Efforts to Foster and Use 

Public Input in Forest Poli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2).

McNair, R. H. (1983). Citizen Participants in Public Bureaucracies : Foul-weather Friends. Administration 



204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and Society, 14(4).

Rosener, J. B. (1978). Citizen Participation：Can We Measure Its Effective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5).

Thomas, J. C. (1993). Public Involvement and Governmental Effectiveness：A Decision-Making Model for 

Public Managers. Administration and Society, 24(4).

Timney, M. M. (1996). Overciming NIMBY：Using Citizen Participation Effectivel. Paper Presented at the 

57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Society or Public Administration. Atlanta. GA.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1. 07. 15·16·17·19·20·22·24·26·29, 2012.04. 22>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yeominlaw?Redirect=Log&logNo=110017433969, 검색일 : 2011. 07. 

14>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2008. 02. 04일자, 검색일 : 2011. 07. 13>



정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05

ABSTRACT

An Analysis of Participative Reflection by the Private Sector 

on Governmental Committees: A Focus on the Government 

Law School System Advisory Committee 

Seung-il Yang and Hong-lim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yp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ve 
reflection by the private sector for the government law school system committee.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s. In the civilian government, the Committee 
on the Justice System Development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and the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low-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I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the Committee on the Legal Education Syste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reflection type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In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reflection type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low-composition reflection type. Meanwhi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high influence of outside stakeholders, the deduction of the definite identity of 
complicated councils.

【Keywords: 3×2 Type Theory of Participative Reflection, Advisory Committee,

Private Sector, Participative Reflection, Law School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