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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은 본칙 외에 부칙(附則) (addenda)을 포함하고 있다. 부

칙은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지만 사실 법령의 말미에 附置되어 존재하는 

규범으로서 학계나 실무계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학술적 에너지의 대부

분은 본칙의 해석론에 집중되어 있다. 드물게 발견되는 부칙에 관한 논의도 관련된 

부칙조항에 국한된 해석론이나 위헌론에 한정된 것이었고 부칙에 관한 일반적․보편적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고는 먼저 평소 법조인의 시선 밖에 머물고 있지만 법률임에 분명한 부칙의 규

범적 의미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음미한 후(II) 본칙과 대비되는 부칙의 내용을 개

괄적․체계적으로 정립해 본다(III). 부칙의 규정형식은 무척 다양하다. 비교법적 관

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IV). 또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부칙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정할 것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보았다(V). 부칙은 내용상 소급

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리 그리고 평등원리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

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어떠한 법원리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 보았다

(VI). 말미에 탈고의 간략한 소회를 첨부하였다(VII). 본고는 특히 ‘법률’의 부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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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은 본칙 외에 부칙(附則)(addenda)1)을 포함하고 있다. 

부칙은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해 

규범의 효력발생시기(시행일)에 관한 것이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수범자를 가리지 

않고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겠지

만 실정법의 대부분은 그러한 제한을 알고 있다.2) 따라서 부칙의 존재는 일응 당

연해 보인다.

하지만 부칙은 사실 법령의 말미에 附置되어 존재하는 규범으로서 학계나 실무

계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3) 학술적 에너지의 대부분은 본칙의 해석론에 

집중되어 있다. 드물게 발견되는 부칙에 관한 논의도 관련된 부칙조항에 국한된 

해석론이나 위헌론에 한정된 것이었고 부칙에 관한 일반적․보편적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고는 먼저 평소 법조인의 시선 밖에 머물고 있지만 법률임에 분명한 부칙의 

규범적 의미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음미한 후(II) 본칙과 대비되는 부칙의 내용을 

개괄적․체계적으로 정립해 본다(III). 부칙의 규정형식은 무척 다양하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IV). 또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부칙을 어떠

한 기준에 의해 설정할 것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다(V). 부칙은 내용상 소

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리 그리고 평등원리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어떠한 법원리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VI). 본고는 특히 ‘법률’의 부칙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4) 

1) 법령에서 본칙에 이어 附置되는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적용례 등과 같은 당해 

법령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부수적 규범을 말한다.
2) 인간의 삶도 ‘시간’에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Heidergger의 ‘Sein und Zeit’(1927)은 

그에 관한 잘 알려진 명저이다. ‘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법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 

근원적인 고찰은 무엇보다 Gerhart Husserl, Recht und Zeit, fünf philosophische Essays, 

Vittorio Klostermann, 1955. 그 일부를 인용하자면 ｢Keine Rechtsordnung gilt von jeher 

und für alle Zeiten. Sie ist eine Ordnung dieser Rechtsgemeinschaft. Eine Rechtsordnung 

gilt, indem ihre Normen für die Mitglieder der Rechtsgemeinschaft, die sich zu dieser 

Ordnung bekennt, bindend sind. Gleich anderen geschichtlichen Gegebenheiten haben auch 

Rechtsordnungen einen Anfang und ein Ende. Die maximale Lebensdauer einer Rechtsordnung 

ist die Daseinsspanne der Gemeinschaft, in der sie gilt.｣ (동서 11면, 눕힌 활자체는 원

본의 그것임).
3) 법률용어사전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예컨대 최신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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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칙의 의의

법률은 그 일반성, 강제성5)으로 인해 제․개정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

하다. 특히 구법질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법규범을 도입할 경우 수범

자인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법률은 

각 수범자의 자의적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규범력을 발휘하며 국민의 기득권을 제

한 또는 박탈하는 개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기득권의 존중을 위해 제․개정은 상당한 ‘적응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부칙의 ‘시행일’ 또는 ‘경과규정’이다. 

구법질서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득권 제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장기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다. 국민이 새로운 법질서에 대비하고 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개정권자의 몫이다. 그들의 오

판은 수범자에게 적지 않은 혼동과 불편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지나치게 

짧은 경과기간을 두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소급효를 인정함으로 인해 헌

법상 재산권의 보호에 위배된다는 위헌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먼저 민법 부칙 중

의 하나인 아래의 예를 들어 부칙의 규범적 의미를 살펴보자.

민법 부칙(1964.12.31. 법률 제1668호) 제10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

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6)에 등기

4) 최고규범인 ‘헌법’의 부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가령 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

다｣(밑줄은 필자가 가함)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은 ‘헌법’의 

최상위법성에 기한 것이다. 이는 예컨대 민법 (최초)부칙 제2조가 ｢본법은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효력의 불소급’을 명문

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것이다.
5)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Werkausgabe Bd. VIII, hrg. von Wilhelm Weischedel, 

336-339면 참조(원본 제1판은 1797년에 발간되었고 본고가 인용하는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190은 1977년에 발간되었다. 이는 1968년 발간된 칸트 총서 12권 중 제8권과 

내용과 면수에서 일치한다).
6) 원래 이 등기기간은 1958.2.22(법률 제471호) 민법이 제정될 때에는 동 부칙조항에 의

하여 민법 시행일(1960.1.1)로부터 3년이었는데, 1962.12.31(법률 제1250호)개정으로 5년

으로, 다시 1964.12.31.(법률 제1668호)개정으로 6년으로 연장되었었다. 왜 원래 등기기

간을 ‘3년’으로 했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단기’였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권변동의 대원칙을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하면서 ‘경과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것은 그 당시 ‘언론․광고매체’의 수준이나 ‘구법질서와 차이의 파격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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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는바 아래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들7)은 

현행 민법 시행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고, 제3자와의 대항문제에 있어서만 공시방법 즉 등기가 문

제되었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정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완전하게 취득

한 물권을 상실시키고 다만 그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반하고, 나아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당해 심판청

구를 기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8)

｢...가.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에서 그 제한가능성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13조 제

2항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민법이 제정되면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버리고 형식

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외에도 등기라는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그 경과규정으로서 민법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생략).

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로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함에 있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를 가급적 피하고 거

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불가피한 경과조치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종전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적 효력까지 소멸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그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등기청

구권은 존속하고,9)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966.1.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

비추어 볼 때 짧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처럼 인터넷, SNS는 고사하고 TV, 라디오, 전화

도 전국 단위로 보급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법의 변화를 대다수의 

국민이 인식, 나아가 실천하기까지 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오판은 

그 후 2번의 개정으로 통해 원래 주어졌던 기간의 2배까지 늘리는 수고를 낳았으며, 

결과적으로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헌시비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7) 청구인들은 관련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

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청주지법 92가단10999)에서 제기하였으나 위 등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패소했었다.
8) 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3헌바67 전원재판부.
9) 위 부칙조항에서 ‘...물권의 득실변경은...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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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66.10.4. 선고, 66다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시효기간 내에 등기청

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하면 다시 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 유예기간 6년과 소멸시효기간 10년을 합하면 16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의용민법하에서 ...(생략) 일단 취득한 물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없는데 

비하여 민법시행후의 위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나, 그것은 특히 소

유권자의 경우 민법 시행일로부터 1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고 방

치한 때, 더욱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는 때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

는 극히 예외적인 사태라 할 것이다. 의용민법 당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등 참조).

라.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물권변동에서 

형식주의로의 대전환과정에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그 경과조치로서 부

득히 구법 하에서 취득한 물권에 대하여 민법시행 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이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여 이를 가지

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이라거나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밑줄은 

필자가 가함)｣

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예시한 대판 76다148(전)은 법원이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서도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타 채권

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미등기상태의 기

존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 법률감각이나 일반인의 법감정10)에 맞다는 전

론으로서 물권적 기대권으로 약화된다는 견해(김증한, 민법부칙 제10조의 해석, 법정 

18권 1호, 14면 이하)와 채권계약의 단계로 후퇴한다는 견해(곽윤직, 민법부칙 제10조

의 위헌성, 서울대학교 법학 10권 1호, 1968, 41면 이하(후암 민법논집, 26면 이하 재

수록))가 대립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본문에 소개된 66다1326(공보불게재) 및 대판 66

다1151([집14(3)민,45]), 69다2069([집18(1)민,149])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최종길, 판례연구/ 민법시행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과 

민법 부칙 제10조와의 관계, 사법행정(8권 12호), 73면 이하 참조.
10) 박철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성, 판례연구(8집), 

1995, 261면은 또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법과 현실의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그때마다 태도를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밑줄은 필자가 가함)’고 설명하고 있다.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

던 것은 의용민법이나 현행민법이나 차이가 없지만 현실과 규범 간에 일정한 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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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대가를 완급한 매수인이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재산권을 박탈하고 정당한 대가를 이미 받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귀속시

키는 것은, 비록 위 부칙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정의

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오늘날(가령 대판 2010.1.28. 

2009다73011 등 다수의 판례)까지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의 경과기간에 대한 정책적 

오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바라보면 부칙의 적절한 제․개정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규범을 정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민법부칙 제10조 제3항은 ‘본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

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명정하는 바 이는 민법 제245조가, 의용민법에서

와는 달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등기’를 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부칙의 내용과 범위가 본칙의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민법 제248조도 마찬가지이다). 

한시법적 성격을 띤 본칙을 규정할 경우 부칙에 폐지일 규정을 두는 것도 같은 맥

락의 예이다.

상술한 바에서 볼 수 있듯이 부칙(addenda)은 본칙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법률

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해석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위헌소원의 단초를 제공하

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규범이다(소급입법과 관련

된 자세한 논의는 후술 VI. 부분 참조).

이제 본칙과 대비되는 부칙의 내용에 대해 좀 더 고찰하기로 한다.

III. 부칙의 내용

부칙은 법규범과 시간의 계가 잘 드러나는 곳이다. 인간이 시간의 흐름에 거

스를 수 없고 또 시계바늘을 되돌릴 수 없듯이 법령도 제정된 이후의 시간을 대상

으로 함이 원칙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존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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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제1항도 그러한 순리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민법의 아버지들도 

이미 간파한 결과물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변화하고 그 변

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됨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 시대의 법

현상과 동시대인의 법감정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은 사실상 필

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형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면적 개정

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새로운 법률의 탄생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시행일’, 

‘경과규정’, ‘소급효’ 등과 같은 ‘시간과의 조율’작업이 모두 부칙에서 일어난다.

부칙의 내용과 형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본칙의 내용을 간략히 개관하

기로 한다. 본칙과의 대비를 통해 부칙의 내용과 형식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것

이기 때문이다.

1. 본칙

본칙도 후술하는 부칙에 못지않게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總則, 개별적 편․장․절․관(이를 各則이라고 총칭할 수 있을 것이다), 補則, 罰則을 

예로 들 수 있다. 通則도 자주 등장하지만 총칙처럼 법률의 冒頭에 오기 보다는 

개별적 편․장․절 등의 첫 머리에서 ‘그 파트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모아 의율

하고자 할 때 통칙이라고 칭할 뿐이다.11)

補則은 각칙과 벌칙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벌칙이 먼저 보칙은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1장(벌칙) 

제12장(보칙)12)). 물론 보칙이 없는 법령도 많다. 총칙 및 각칙에서 규율하지 못한 

11) 예컨대 부동산등기법 제4장(등기절차) 제3절(권리에 관한 등기)(제48조 내지 제63조) 

제1관은 통칙이라는 부제하에 2관(소유권), 3관(용익권), 4관(담보권), 5관(신탁), 6관

(가등기), 7관(가처분), 8관(촉탁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모아 두었다. 지방

세법 제1장(총칙)은 그 제1절을 ‘통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처럼 ‘총칙’이라고 명명하면서 2절(표시에 관한 등기) 및 제3절에 공통되게 적용

될 규범을 제시하기도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절(총칙) 제1관(통칙)의 예도 

있다. 그런가하면 일개 조항의 표제로 ‘통칙’이 사용되기도 한다(도로교통법 제57조

(동법 제5장의 첫 번째 조항), 상법 제34조(제1편 6장의 첫 조문), 지방세법 제19조 등). 

어쨌거나 입법기술적으로 ‘총칙’개념을 ‘통칙’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12) 이는 필자가 연구한 범위에서는 극히 예외에 해당하는데 벌칙을 앞서 규율한 이유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법의 입법목적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제1조), 동법의 핵

심적 규율에 위반한 자를 벌하는 규정이 보다 중요하기에 보칙보다 앞에 위치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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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또는 ‘별표’ 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罰則도 등장형태가 단일하지 않다. 본칙 중 독립된 장으로 등장하기도 

하고(헌법재판소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단순하게 본칙 중 일 

조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등). 때론 보칙에 

관한 장의 일 조항으로 벌칙규정이 들어가기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1조(벌칙)

는 동법 제6장(보칙)의 일 조항임. 감사원법 제51조(벌칙)도 동법 제4장(보칙) 중 

일부임).

법령의 구성요소로서 본칙(총칙, 각칙, 보칙, 벌칙), 부칙 외에 별표(필요에 따라 

별지서식이 추가되기도 함)가 있는데(가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별표 

1, 2, 3을 포함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7.3.29. 기준)은 

9개의 별표가 붙어 있다. 문화, 언론,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는 그 

내용도 방대하거니와 본고에서 다루는 부칙과의 대비효과가 미미하므로 논외로 하

기로 한다.13)

본칙에 관한 입법방법론도 흥미로운데, 이는 우선 개념적 입법과 유형적 입법, 

후자는 다시 폐쇄적 유형적 입법과 개방적 유형적 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곳에서 서술한 바가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14)

이하에서는 이상의 본칙과 구별되는 부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

하기 전에 경과규범의 의의를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자.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벌칙과 보칙의 순서를 예외적으로 뒤바꿀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인지 의문이다. 참고로 동법 보칙(제12장)은 1개 조문으로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각 급 학교 재학생에게 재학시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입법기술상 보칙, 벌칙의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법전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13) 본칙이 편․장․절․관 등의 아무런 구별 없이 개별 조문만으로 구성된 예도 적지 않다. 

주민등록법은 40개의 조문만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7개 조문만으로, 구 실

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하나의 조문만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조물책임법도 마찬가지이다(8개 조문).
14) 졸고, 개념과 유형,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2003.5), 18-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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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과규범과 부칙

법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존재하며 늘 변화에 변화를 거듭

한다. 규범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때 규범력이 유지되고 살아 있는 법(law in 

action)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법령은 어떤 시점에 공포되고 

또 어떤 시점으로 기준으로 효력을 발한다. 하지만 그 효력은 무한정이 아니며 시

간적, 공간적, 인적, 사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시간적 효력범위

와 관련된 모든 규범을 ‘경과규범(Übergangsrecht)’ 또는 ‘시제사법’이라고 한다.15) 

이는 가령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나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경과규범은 본칙과 부칙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실질규범(Sachnorm)과 

저촉규범(kollisionsnorm)16) 모두 경과규범을 포함할 수 있다. 저촉규범은 공간적, 

인적, 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목적에 기여하는 것을, 실질규범은 내용적

으로(sachlich)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다. 저촉

규범은 ‘시제적’ 저촉규범(Zeitliches Kollisionsrecht)과 ‘실질적’ 저촉규범(Sachliches 

Kollisionsrech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혼합된 규정도 있어서 그 구

별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본칙에 있는 저촉규범의 예를 들자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와 제12조가 있다. 동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

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동법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1995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입법기술적으로 부칙에 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본칙에 위치시킨 

15) Hess, Intertemporales Privatrecht, 1998, 31면. Hess는 경과규범 또는 시제사법의 체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출간된 Andreas Vonkilch, Das Intertemporales 

Privatrecht, 1999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16) 저촉규범이란 사안규정(실질규범)들이 상이할 때 어떤 사안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호정, 국제사법, 1981, 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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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질규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과 같은 요건사실 및 제4조 준용에 의해 ‘무효’라고 하는 실질적 법효과까지 함께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칙에 포함된 내용은 시제사법 내지 경과규범의 일부에도 해당되지만 인적, 지역적

(또는 공간적),17) 사안적 적용범위에 관련된 것도 있다. 또 법기술적으로(rechtstechnisch) 

여러 가지 다양한 입법례18)가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부칙입법과 관련된 입법자의 

선택의 폭도 넓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제․개정을 둘러싼 그때그때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칙의 제․개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칙은 이러한 법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신뢰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불소급

의 원칙이나 기득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 구법 질서의 전

환을 성급하게 실행하려 하거나 신법의 소급적용을 강행할 경우 특히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신법 질서에 대한 적

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적절한 적응기간 즉 시행의 유예기간을 부여하

는 방향으로 ‘경과규범’이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19)

부칙의 개정은 본칙과 내용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칙의 개정은 

본칙의 개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즉 본칙 개정의 범위와 강도 그리고 방법에 

따라 부칙의 그것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개정에도 부칙의 개정은 

필수적이다. 시행일(유예기간의 장단 포함)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처리, 기존의 법적 지위의 제한 여부, 구법의 부분적 효력 유지 여부 

등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경과규범의 과제이며 부칙은 그 과제의 대부분을 

입법기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7) 분단국가가 통일이 될 경우 법률의 지역적 적용범위가 부칙에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처럼 ‘시행법’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부칙과 시행법의 

관계에 대해 후술 V.1. 참조.
18)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리 문제는 후술 VI. 부분 참조.
19) 최근에는 유예기간의 장단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법률일수록 미리 시행일을 

확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공포 후 1년’이라는 방법보다는 ‘○○년 ○월 ○일부터 

시행’되는 방식, 즉 시행일자를 미리 확정해 공포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을 보다 배려

하는 입법기술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 유예기간의 장단을 확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마련하고 관계 당국에서 실무상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부칙(附則) 연구 / 崔俸京   253

3. 부칙20)의 구조와 내용

1) 시행일 규정

시행일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안 규정도 아니고 준거법의 판단기준

을 제공하는 저촉규정도 아니지만 시제규범에 해당한다. 그 규정형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유예기간 방식과 확정일 방식

시행일 규정은 통상 부칙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규정이다. 부칙이 시행일 규정만을 

가지고 경우도 많다. 본칙의 (대개 부분)개정이 반복될수록 시행일규정만이 같은 

횟수로 반복된다. 부칙 시행일 규정이 많이 첨부된 법률일수록 시대적 변화에 대

처하려는 노력이 가상히 보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연동되어 있는 타법개정으로 인해 부칙이 더해지기도 한다.

시행일의 규정에는 공포일 즉시 시행, 공포 후 1개월, 3개월, 6개월, 2년 후 시행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행일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확정하기도 

한다(제조물책임법 부칙 제1항(시행일)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어떤 경우에는 유예기간 방식을, 어떤 경우에는 확정일 방식을 채택하는지 그 기

준이 궁금하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2000년 1월 12일에 제정, 공포되었는데 월초나 

월말이 아닌 12일이 제정일이라 그로부터 3개월 또는 1년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수범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서 아예 확정일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은 2011.5.19. 개정되었지만 그에 대한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21)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확정일 방식을 취하는 법률은 ‘각종 세법’이다. 국

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은 대체로 시행일을 확정하고 있다. 

해당년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회계단위와 연동되어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2)

20) 부칙이 반드시 몇 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항’으로만 존재하기도 한다. 

가령 제조물책임법은 2개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①과 ②의 형식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조’의 형식으로 취할 때에는 제1조, 제2조 등으로 표현한다.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4호 전면개정) 부칙 제1조도 ‘공포 후 

6개월’로 유예기간 방식을 택하고 있다.
22)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제10429호)(2011.03.07.) 부칙 제1조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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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포 후 시행까지 고려해야 할 불확정 변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확정일 방식을 택하기 곤란할 것이다. 세부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비

하는데 의외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당 법령의 시행준비를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상 밖의 장애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일에 대한 예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과 ‘기타 유예기간’의 예를 몇 가지만 보기로 한다.

  aa) 공포 후 즉시 시행의 예

2007. 12. 21. 민법 일부 개정법률(제8720호)에 의해 민법 제801조(약혼연령)23)와 

제807조(혼인적령)24)가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으로서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평등권에 위반된 법상황을 가급적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포한 날에 바로 시행되도록 한 것이다. ‘위헌적 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을 위해 관계된 다

수의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 인프라도 갖추어야 한다면 실천적 이유에서 시

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25)

공직선거법 제15조(공포 2005.8.4.)26)는 선거권 취득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

행일을 2013년 7월 1일로 확정하고 있다. 공포 후 1년 또는 2년과 같은 방법이 아니

라 처음부터 시행일자를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시행일자를 확정할 경우 대국민홍보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한편 동 부칙 제2조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기존 제도 이용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동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

는다고 규정하였다.
23)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론 동 법조는 2011.3.17. 민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다

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같은 민법개정법률에 의해 성년후견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된 후 기존의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수정한 것뿐이다.
24)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25)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개정법률에서도 기존의 법상황이 행위능력 제한자의 잔존 

행위능력을 무시하고 여러 자격증제도에서 차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 실천적 이유로 인해 2년 이상 시행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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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였고 그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였다. 국민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므로 즉시 시행에 소장이 없는 예라고 할 것이다.

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059호(2010.3.12.))은 법률의 

한글화27),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순화)28),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를 

위해 실시한 전면개정인데, 그 부칙은 마찬가지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전히 국민의 법률에 대한 접근과 이해의 제고, 이용의 편리를 위해 한글화 및 

국문법적 개선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29)

요컨대 ‘위헌적 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국민에게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입법인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하여도 큰 소장이 없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b) 기타 유예기간의 예

위의 민법개정법률(제8720호)는 부칙 제1조에서 제97조(벌칙)및 제161조30)만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인상

하거나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이 낀 경우에도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의 편의를 

위해 기간만료를 익일로 연장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불편 또는 혼란을 

26) 1항 :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27)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전문”을 “전문(前文)”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

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 것이다.
28)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압날(押捺)하다”를 “찍다”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친 것을 의미한다.
29) 그 밖에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제10212호. 2010.03.3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919호. 2008.3.2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3573호. 

1982.11.29.)(제13조의 2 관련) 등 무수한 예가 있다.
30)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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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을 공포 후 3개월 간 유예하고자 한데 있을 것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8997호. 2008.3.28.)은 전자관보를 통

하여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관보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운영은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되,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종이관보와 전자

관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관보

를 우선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동 법률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자’관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적응기간을 부여한 것을 이해된다.

공포 후 6개월 시행의 예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0300호. 2010.5.17.)을 들 수 있다. 동법은 몇 가지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법은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

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 실제적 사정들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각종 예방교육이 과다한 학교현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

효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

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평가와 국고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동법 제4조의 3 제2항,31) 제

9조의 2,32) 제9조의 3,33) 제13조의 234)를 신설한 것이다. 일선경찰과 가정에서 위

와 같은 규범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그런가하면 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038호. 2010.2.4.)은 동법 제7조의 535)를 신설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3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한 것이다.
34) 여성가족부장관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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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

으며, 특히 학령기 성장아동을 동반한 경우에는 아동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학비 

등 최소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는 입소 피해자들에게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생계비는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특히 동반 아동의 보육비, 학비, 

급식비 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위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의 생계비

나 동반 아동의 아동교육지원비 등 보호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었다.36) 

위와 같은 개정은 여성가족부령과 같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비용 충당

을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로 하였다. 이에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관계부

처와의 제도적 협력,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인데 

6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동반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간 협조 및 대국민 홍

보에 나선다면 보다 빨리 해당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37)

35)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

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

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한다.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여성위원회, 

2009. 12. 참조.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9.12.7.) 소위 심사보고서이며 

수정가결된 것이다.
37) 그 밖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0366호. 2010.6.10.)은 ｢회사정

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

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

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

였다.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체계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탄

생함에 따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일제히 그 체계에 따라 정비된 것인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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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다양한 예가 있다. 언제나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단위로 정확히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가령 연말연시 연휴를 감안하

여 연휴가 끝난 시기에 맞추어 특정한 일자에 시행되도록 할 수도 있으며 2∼3일 

유예를 두고 시행되는 예도 있다(대개 매달 초하루를 시행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양한 예를 모두 열거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38) 사안의 

경중, 유예기간 기산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예상되는 제반 사정, 국민의 법감

정, 기본권 침해의 정도 등에 따라 입법자의 탄력있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

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39)

산제도의 획기적 정비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을 위해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38) 그 밖에 일정한 사실의 발생과 효력발생일을 연관시킬 수도 있다. 가령 폐기물의 국

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11호. 1992.12.8.)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조

약의 효력발생에 연계시키고 있다.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가. 과거 그러

한 입법례(폐지된 상품권법 부칙(제4700호, 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가 있었으나 하위법

령이 신속히 제정되지 않는 한 본법의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역시 폐지된 상품권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의 시행일]이라

는 부제하에 ‘법률 제4700호 상품권법개정법율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하

고 바로 이어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위법령의 

부칙이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확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지어 시행일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개의 하위법령을 만드는 예(영해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133호(1996. 7. 31))은 ‘법률 제4986호 영해법 중 개정법률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에서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해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9162호 영해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해법시행령”을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역시 시행일만을 

위해 독립된 대통령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박영도, 한국

법제연구원,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1997(연구보고 97-1), 404면; 법제처, 법령입안심

사기 , 1996, 139면.
39) 각종 법률정보사이트에서 ‘공포 후 6개월’을 [검색어]로 찾아보면 로앤비에서 506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1319건의 부칙이 검색된다. 공포 후 3개월은 각 359건, 

919건이, 공포 후 9개월은 각 53건, 149건이 검색되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의 예

가 의외로 압도적으로 많다(대법원종합법률정보에서 약 9820건이 검색된다). 물론 이

것은 제․개정된 법률의 숫자와는 무관하다. 하나의 법률이 여러 번 개정될 수도 있고, 

規則이나 令도 연동되어 같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칙(附則) 연구 / 崔俸京   259

b. 유예기간의 장단

다음으로 흥미를 끄는 것은 ‘유예기간의 장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단히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략의 기준은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국민의 법생활에 불편과 변화를 크고 급격하게 초래하면 할수록 유예기간도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6.10.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반면(동법 부칙 제1조), 2011.4.12. 

전면개정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한

다. 전자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후자보다 심중하다. 올해 6.11.부터 시

행되므로 관련된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등기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당국의 준비작업

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신법을 무리하게 공포 즉시 시행할 경우 위헌의 가능성도 있다. 가령 위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만약 공포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새로운 법상황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실제

로도 독일 소비자신용보호법(VerbrKrG)은 1990년 12월 17일 공포된 후 며칠 지나

지 않은 199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는데 당시 각종 서식의 변경과 업무의 전환

이 긴 연휴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한다.

c. 법률개정수단으로서의 부칙?

전면개정을 부칙을 통해 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반드시 본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도 원칙적으로 본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사안 가령 법령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부칙에 의한 개

정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40) 여기서 형식적으로 주의할 점은 일부 개정법률의 

부칙은 기존 법령의 부칙에 흡수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증보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d. 시행준비행위

그런데 가끔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을 시행일 규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41) 법령의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행위는 법령의 종류와 목적 

40) 박영도, 앞의 보고서, 440면 참조.
41)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6076호 일부개정 1999. 12. 31)의 부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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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실무상의 준비를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막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준비행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관한 독립된 조항을 [준비

행위]라는 부제 하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그 양이 광범위하다면 따로 시행법42)이나 

시행령에 맡겨 규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그 부칙 제3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

하여 한국투자금융협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종이다. 

이것을 ‘시행일’규정 내에 포함시킬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2) 폐지 규정

시행일 규정 뒤에 때로는 ‘다른 법률의 폐지’라는 규정이 위치하기도 한다. 기존

의 법률 몇 개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 구법의 폐지를 선언하는 

예가 많다.43)

국민에게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어떤 법률을 대체하는 것인지를 명

확하게 알리기 위한 규정이다. ‘폐지법률’ 또는 ‘폐지규칙’이라는 표제가 붙기도 

한다.44)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각 기관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폐지되었지만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4082호, 

1988.12.31.) 제1조도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한다.
42) 상법은 그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방대하였고 이를 ‘부칙’이 아닌 ‘시행법’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폐

지법률) :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동 부칙에는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가 그 뒤에 규정되어 있다(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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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간 규정

해당 법률의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특정한다. 본칙에 한시적 규정을 두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유효기간규정을 부칙에 둔 것이다(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칙

(1999.3.31.) 제3조(유효기간):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해당 법률 자체가 한시법일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례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은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라

고 규정한다.

4) 적용례 규정

본칙 중 일부조항이 어떤 사안부터 적용되는지 불분명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그 조항의 소급적용이 필요하거나 또는 소급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게 보일 경우 부

칙에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 규정을 둘 수 있다.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를 규정하기도 한다.

민사집행법 부칙(2011.4.5.) 제2항(적용례),4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부칙 제2조(적용례)46), 동법 부칙(2007.5.11.) 제2항(적용례)47) 

등이 그 예이다.

5) 경과조치 규정

사안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계속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란 표제도 많

이 쓰인다.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민사소송법 부칙 제4조) 등 경과조치의 대상에 따라 다양

하게 표현된다.

경과조치는 내용적으로 적용례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가끔 적

45)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46) 제1항 :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항 :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47) 제5조 제2항(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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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와 경과조치를 한 조에서 함께 규율하기도 한다.48)

6) 타법 개정 규정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도 명명되며, 연동되어 있는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 자

동적으로 당해법률도 개정되었다는 점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신법령의 제정으로 인해 다수의 관계법령이 개폐될 경우에도 그 목록이 길더라

도 부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나,49) 부칙에서 다루지 않고 독자적인 입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령 **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의 

형식으로)50).

7) 다른 법률(또는 법령)과의 관계 규정

많은 법령은 다른 법령과 규율대상의 중복성 또는 연관성으로 인해 하나가 개정

되면 연동된 다른 법령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그 타법령과의 관계

를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용의 혼선 나아가 수범자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부칙의 

규정이 바로 이것이다.51)

그런데 타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본칙 중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제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표제 하에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작금의 남, 북한 간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법률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을 본칙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선해된

다. 이에 부칙이 아닌 본칙에 위치시킨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제30조도 ‘국가공무

원법과의 관계’를 동 표제 하에 본칙에서 규율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 참조.
49) 2007년 8월 9일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통합법)은 

그 부칙 <제8635호, 2007.8.3> 7조부터 41조까지 34개의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으며, 

4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67개 타법률의 개정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50) 가령 일본의 [會社法の施行に伴う關係法律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2006.7.26.) 참조. 

프랑스에도 그러한 예들이 있다. 후술 IV. 3. 및 각주 52 참조.
51) 가령 신탁법 부칙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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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61)은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주택법과의 관계’

라는 표제 하에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는 본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원래 위 ‘주택법과의 관계’규정은 

현행법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에서 규율하였는데 이를 본칙으로 옮겨온 것

이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요컨대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은 본칙에 위치시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칙적으로 부칙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입법기술적으로도 가급적 법률의 편제

순서를 통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에 

대한 접근 및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8) 기타 규정

부칙은 그 밖에도 ‘시행지역’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가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규정) 제2항에서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시행지역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관리법 

부칙(제9066호 2008.3.28) 제4조(적용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각각 

‘경과규정’ 또는 ‘적용례’이라는 표제를 지니고 있지만 ‘시행지역’에 따른 고려를 

담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를 따로 ‘시행지역’이라고 표제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부칙의 내용적 다양성에 대한 예로 들고자 한다.

그 밖에도 부칙의 내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특히 각종 경과

조치와 적용례의 내용별로 분류하면 그 예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유형별 분류만으로도 ‘적어도 형식상’ 상당부분이 포괄될 것으로 생각한다.

IV. 외국의 부칙 입법례

부칙의 입법례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입법기술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시행일규정’을 중심으로 몇몇 외국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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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우리나라의 부칙 입법기술은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 부칙을 본칙에 이어서 두

고 그 첫 조항에 시행기일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일 규정 뒤에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도 유사하다. 보칙(잡칙), 벌칙 뒤에 이어진 ‘장’이 아니라 단순히 ‘부칙’이

라는 표제 하에 1조 시행기일부터 시작하고 개정이 있을 때마다 부칙 뒤에 다시 

부칙을 증보시키는 방법도 같다. 일본 민법, 상법, 회사법 등 무수한 예가 있다.

법령의 시행일 규정은 대개 부칙의 처음에 위치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한 입법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2. 독일

독일은 많은 경우 본칙의 말미에 시행일규정을 둔다(도로교통법 StVO 제53조

(Inkrafttreten), 보통약관규제법 AGBG 제30조(Inkrafttreten), 제조물책임법(ProdHaftG 

제19조 등). 그런가하면 독일 민법이나 상법,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단독입법의 형

식을 이용하여 본칙에 부수된 내용들을 규정한다(독일 민법시행법(EGBGB), 상법

시행법(EGHGB), 민사소송법시행법(EGZPO)). 단독입법 자체에서는 보통 첫 조항에 

‘시행일(Inkrafttreten)’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칙의 말미에 독립된 ‘장(Abschnitt)’으로 경과규정(Übergangs-und Schluss- 

bestimmungen)에 관한 장을 두고 그 첫머리에 시행일규정을 두기도 한다(가령 부

동산등기법(GBO, 1994년 5월 26일자 기준) 8장 제135조 내지 144조 중 제135조). 

그렇다고 항상 그러한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독립된 경과규정에 관한 장을 두

면서도 그 장에 따로 시행일 규정을 두지 않고 당해 법령의 冒頭에 전주

(Vorbemerkung)의 형식을 취하여 시행일을 밝히는 예도 있다(소송비용에 관한 법률

(GKG, Gerichtskostengesetz) 1975년 12월 15일자 기준).

3. 프랑스/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민법(c.C.)의 예를 보면 법률 冒頭에 서편(Titre Préliminaire)(제1조 

내지 제6조)을 두어 ‘법률의 공포, 효력 및 적용일반’에 대하여 규율한다. 이 서편 

제2조는 법률의 소급효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민법(Còdigo Civil)도 유

사한 입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다(Titulo Preliminar, De las normas juridicas, su 

aplicaciòn y efica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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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시행법’의 형식으로 당해 법령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준비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52)

4. 중국

중국의 경우 부칙의 조문을 본칙에 이어서 명명하고53) 시행일 규정을, 우리와는 

달리, 부칙 가장 뒤에 배치하고 있다. 가령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은 본칙 8장 

15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뒤이어 9장 부칙 제151조부터 제156조까지 규정

하고 있다. 그 중 시행일 규정은 가장 후미에 위치한 제156조이며 ‘1987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2호로 공포)과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1995년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50호로 공포)도 마찬가지의 부칙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칙에 관한 입법기술이 왜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법조인들에게는 시행일을 확인할 때에는 법령의 최후 조문을 보면 된다는 

습속이 있는 듯하다(법령의 冒頭에 시행일이 적기되기도 한다. 가령 중화인민공화

국 합동법54)). 그런가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년 4월 13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됨)은 부칙 없이 본칙 말미(제27조)에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 예를 감안한다면 중국에

서는 시행일규정을 반드시 ‘부칙’에 두어야 한다는 입법기술적 불문율은 인정되기 

52) 하지만 시행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법률(loi)’(가령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의 형태로 

취할 필요는 없다. 오르도낭스의 형태를 취한 것도 많다. 가령 Ordonnance n° 2012-578 

du 26 avril 2012 relative à l’application à Mayotte du code de commerce, de la loi n° 

65-557 du 10 juillet 1965 fixant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et de la 

loi n° 85-677 du 5 juillet 1985 tendant à l’amélioration de la situation des victimes 

d’accidents de la circulation et à l’accélération des procédures d’indemnisation. 이러한 

예들은 모두 http://legifrance.gouv.f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동 사이트는 ‘법규의 시행을 

위한 란(L’application des lois라고 쓰인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을 따로 개설하여 시행

과 관련된 간결한 공지를 하고 있다.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6개

월마다 공지한다는 점이다(Bilans semestriels). 이는 해당 정부부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선 Circulaire du 29 février 2008 relative à l’application des 

lois (NOR : PRMX0805956C)를 보라([...demande à chaque membre du Gouvernement de 

répondre rapidement lorsqu’il est saisi d’un projet de décret par le ministre rapporteur...]).
53) 가령 본칙이 6장 1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면 부칙은 7장 124조부터 시작된다.
54) 물론 이 경우에도 부칙을 두어 시행일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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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범위에서는 대부분 부칙 말미에 시행일

규정을 두고 있었다.55)

이상과 같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부칙의 내용과 형식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부칙의 제․개정권자가 고려해야 할 ‘사정’이 무척이나 복잡, 다

양하고, 본칙의 개정 내용 및 그 강도,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입법기술적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고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칙의 제․개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확립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하

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칙입법의 특징과 기준을 서술하기로 한다.

V. 부칙의 제․개정 기준

1. 부칙과 시행법

부칙의 내용이 방대해질 경우 ‘시행법’의 형태, 즉 독립된 법률의 형태로 규율할 

수도 있다. 가령 상법시행법이나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상법전은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1.1.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고 또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들이 있는데, 

상법시행법은 그 중 하나로 1962.12.12. 법률 제1213호(1965.3.19. 일부개정 법률 

제1687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다. 동법 제1조(정의)는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 중 개정법률시행법을 말한다’고 

하고 제2조(원칙)에서 ‘제1항 :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 상법에 저촉되는 정관의 규정과 계약의 조항은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상사특별법령의 효력)에서는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상법 시행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시효에 관한 경과

규정이 제4조에 이어지고 그 밖에도 상법전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준비조치를 취

55) 화인민공화국 상용법률법규 서( 문헌), 상/하, 국무원법제판공실 편, 중국법제출

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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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총 61개 조문). 상법시행법도 그 말미에 ‘부칙’을 두고 있으며, 그 부칙 

제1항은 시행일을 1963.1.1.로 하면서 부칙 제2항(정관변경의 특례)과 제3항(同前)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선언한다. 상법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일반적인 

준비를 상법시행법에서, 상법시행법의 보다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 등은 

다시 그 부칙에서 규율하고 있다.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56)의 기간 내에 

株金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

한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 준비규정을 두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해산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며, 이 기간 내에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인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년의 기간을 무조건 또 예외 없이 

강행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수범자에게 신법질서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민법은 그와 같은 ‘시행법’에 의해 민법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민사특별법령에 의해 필요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규

율하는 입법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고, 경과규정이나 소급효

문제 등은 ‘부칙’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법의 부칙도 제1조(구

법의 정의)에서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 

중의 조항을 말한다’고 하고, 제2조(본법의 소급효)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

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에 각종 ‘경과

규정(제5조(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제8조(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은 상법시행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행일을 동 부칙 마지막 조항인 제28조(‘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에서 정하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상법시행법은 시행일을 동법 

부칙에서 규정한다.

결국 어떤 법령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규범을 마련할 때 ‘시행법형식’을 취할 

것인지 ‘부칙’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식을 취하건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고, ‘준비사

56) 상법 시행 전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 시

행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

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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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광범위하고 복잡할수록 ‘시행법형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어떤 ‘역사적 계기’로 말미암아 그러한 ‘준비

작업’이 방대해질 수 있다. 독일의 민법시행법이 그 예이다. 구 동, 서독이 통일되면서 

‘민사법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규율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남, 북한이 통일된다면 ‘시행법형식’의 신민법준비작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작업’을 ‘부칙’의 형식으로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생각된다.

2. 부칙입법의 기준

1)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응의 형식적, 내용적 부칙

정비기준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형식적으로 본칙과 부칙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칙의 개

정 내용과 범위 및 강도 등에 따라 부칙의 규정형식이나 내용도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을 것이나, 본칙 개정 내용에 비추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 그다지 중

요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타법률과의 관계’규정을 굳이 본칙으로 가지고 

가서 규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부칙의 각 ‘규정형식’을 통일하고 가급적 통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시행일’ 규정에 준비행위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자제할 것이다. 따로 ‘준비행위’규정을 두거나 준비행위의 양과 질이 방대해질 경

우 또는 ‘시행법’ 등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급입법의 경우 가급적 ‘계속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재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57) 

기타 시행일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공포 후 즉시, 기타 유예기간방식, 확정일방식 

중 어떤 방식을 어떤 입법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

다. 이러한 실질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7) 그 밖에 ‘본칙’의 편제순서와 관련하여서도 총칙, 각칙, 보칙, 벌칙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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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구법질서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그에 기해 형성된 신뢰는 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법질서의 개정시 부칙 ‘경과규정’은 가급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수범자’의 경우를 세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적용례’ 또는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58)

또한 본칙의 개정이 국민의 법률생활에 영향력이 크고 그 규범력이 일반적일수

록 부칙 ‘시행일’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제정일’부터 ‘시행일’까지 국민들에게 

‘심리적, 법적’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향력이 크고 파격적인 법률일수록 그 시행일을 일자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공포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발효한다는 취지를 확정, 공지한다면 수범자의 기억에 보다 

뚜렷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홍보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1995.3.30. 법률 제4944호) 

제1조는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3) 나아가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은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왔다. 그 

흐름의 방향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곳으로 향해 있음에 대

부분 동의할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수범자

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입법도 그러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본칙의 제․개정에 있어서 소

급효(를 긍정하는)규정은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소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규정 또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야 

하며 소급입법이 아닌 경우에 비해 보다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에게 기득의 법적 지위의 제한 내지 박

탈에서 야기되는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소급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국가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

나 특정한 수범자를 차별하는 등 평등원리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끝으로 구법의 위헌성이 제기되어 본칙이 개정되는 경우 그 위헌의 정도가 클수록 

소급효 규정을 두거나 시행유예기간을 단기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58) 또 다른 법규범인 ‘계약’의 경우 장기적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계

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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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상태를 가급적 단축하거나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제 장을 바꾸어 이 문제를 보다 상세히 고찰하여 본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부

칙’을 중심으로 고찰함에는 변함이 없다.

VI. 부칙과 소급입법금지

1. 소급입법금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은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이고, 부진정소급

입법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59) 원칙적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방법

론상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배가된 논증의 부담을 떠

안기 때문이다.60) 따라서 ‘진정’ 또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

하다. 여기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거의 이론 없이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것이 진정소급입법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61)

소급입법금지의 법리는 신뢰보호의 원리62)와 함께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파

59) 성낙인, 헌법학, 12판, 2012, 686면; 정종섭, 헌법학원론(7판 전면개정판), 2012, 681면 

등.
60)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

로 소급입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로 헌재 2011.3.31. 2008헌바141 참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등에 관한 위헌소원사건이다. 결

정문을 자세히 보면 재판부가 ‘예외로서의 정당성’을 논증하는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친일재산의 취득 경위...민족배반적 성격...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친일재산 환수문

제는....그 시대적 배경...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를 계기로 진정소

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등등).
61) 헌재 1999.7.22. 97헌바76 등 다수.
62) BVerfGE 13, 261(271)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법적 안정성은 법치국가의 본

질적 요소이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가해지는 침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현행법에 부합하는 행태가 이와 연결된 모든 

법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

이란 신뢰보호를 의미한다｣. 신뢰보호의 원리는 공법학자뿐만 아니라 사법학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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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구체적 실천원리이다.63)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의 일부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면 기존의 법질서에 기해 형성된 신뢰를 보호받고 완성된 법률관계가 

사후적으로 번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공동체의 압도적 이익을 위해 개

인의 신뢰가 후퇴하거나 일정한 경우 법의 소급적 적용이 승인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기득권의 제한 또는 박탈로 인해 평등권 위반의 문제가 제

기되기도 한다. 요컨대 소급입법영역에서 국민의 안정된 법률생활, 신뢰보호, 평등

보호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아 이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법

치국가라는 마차가 순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국가의 원리에서 신뢰보호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사회적 동물로

서의 사람은 사회 속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지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객관적 법상황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뢰는 헌법상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4)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법적 지위의 계속성 내지 안정성에 대한 보호는 그 기준의 ‘명확성’ 측면

에서 법치국가의 원리보다 열위에 있으며 어디까지나 보충적 근거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된다. 법률은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따라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가령 H. Eichler, Die Rechtslehre vom Vertrauen. Privatrechtliche 

Untersuchungen über den Schutz des Vertrauens, 1950; H. Coing, Grundsätzliches zur 

Rückwirkung von Gesetzen, in: BB 1954, S. 137ff. 공법학자의 저서로는 J. Mainka, 

Vertrauensschutz im öffentlichen Recht, 1963; Kyrill-A. Schwarz, Vertrauensschutz als 

Verfassungsprinzip, 2001 등.
63) 성낙인, 앞의 책, 255-260면(법치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들고 있다. 여기서는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규범 상호간의 구

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는 전제하에, 이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체계정당성위반 

자체가 곧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에 위반하여야 한다고 한다. 260면

(헌재 2002헌바66; 2002헌바3 등 참조)); 정종섭, 앞의 책, 183-185면 등(법치주의의 요

소인 법적 안정성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예측가능성의 보장, 신뢰보호, 소급적용금지

를 든다.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문제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에 소개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독일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흠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

뢰보호의 원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선 S. Muckel, 

Kriterien des verfassungsrechtlichen Vertrauensschutzes bei Gesetzesänderungen (Diss.), 

1989, 60면.
64) R.-U. Schlenker, Soziales Rückschrittsverbot und Grundgesetz, 1986,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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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질서가 영속되리라는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사회국가원리에 기해 보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65) 기존의 법률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질서를 개폐하는 입법

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불필요하게 지나친 권리의 제한을 결과하는 입법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통제를 받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본고의 관심대상인 ‘부칙’과 관련하여 각각의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예로 나누어 본다.

2. 진정소급입법과 부칙

때로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소급효를 제한하는, 부칙규정에 대해서 위헌

소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가령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위

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헌재 1998. 9. 30. 97헌바38 전원재판부).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

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입

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

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1, 87). 

앞에서 본 가담법의 제정배경과 그 내용들을 고려할 때, 가담법 부칙 제2항이 가

담법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가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가담법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서까지 가담법을 소급적용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있음이 인정되

지도 아니하므로(가담법 부칙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 이해관계인의 

기존 법적지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 가담법 부칙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65) 가장 대표적인 주관적 공권인 소유권도 법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단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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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밑줄은 필자가 

가함)」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정당성(‘특단의 사정’)을 입증하

는데 실패하였다. 예외적 정당성은 그 인정에 있어서 엄격하여야 한다. 언필칭 ‘예

외’적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대체로 ‘구법질서에 의해 보장되었던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지극히 적거나 소급입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심히 중대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66)

3. 부진정소급입법과 부칙

직업자격요건에 관한 본칙 및 부칙규정에 관한 위헌여부 심판도 적지 않다. 예

컨대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67) 본문 중 “예비시험” 

부분 및 부칙 제1조68) 중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청구인들은 위 예비시험 조항과 경과규정이 

1994년 의료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외에 새로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면서 이를 신법 

공포 후 3년이 경과된 때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현재 그 공부의 

연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3년 안에 필리핀에서 치의학사 학위 및 치과의사 면

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보장이 없어서 그러한 부칙 조항은 청구

인들에게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1994년 의료법에 따라 학문의 자유와 직업선

택의 자유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품게 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신뢰와 기대를 박

탈하고 있으며, 예비시험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서 수학하여 치과의

사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아 개업하는 것을 봉쇄함으

로써 국내 의료인 수급조절, 즉 국내 치과의사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66) 헌재 1996.2.16. 96헌가2; 2011.11.24. 2009헌바292 등.
67)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

(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6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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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나 이익이 아닐 뿐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공익으

로서 직업적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고, 만일 예비시험 조항이 의료인력의 질을 유

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가시험의 개선에 의하여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국내면허 취득을 봉쇄함으로써 달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위 예비시험 조항은 사실상 특정한 

소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종의 개별법률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률이고, 경과규정 또한 1994년 의료법이 시행될 당시에 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던 사람들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헌재 2003. 4. 24.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

12, 판례집 7-2, 447, 460-461). 

청구인들이 장차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관하여 가진 구법에 

대한 신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편 청구인들에게 기존의 면허시험 요건에 추가하여 예비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면허제도상의 법적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부가하는 것에 그치고,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공익적 목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당성이 인정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침해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경과규정은 

청구인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과규정이 3년간의 예비시험 유예기간만 정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국내 치과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모두 갖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예비시험의 유예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간에 차별이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과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경과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만을 두고 있지만 예비시험을 

유예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과 예비시험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시험을 유예 받지 못하는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이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3년간의 

준비기간은 예비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된 것이라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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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이상의 경과규정은 입법정책적 효과를 장기간 유예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경과규정으로 인한 차별의 정도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경과

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밑줄은 필자가 가함)｣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부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신뢰보호의 원칙위반 및 평등권 위반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때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심사에 있

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래를 규율하는 입법에 대한 신뢰보다 과거에 개시된 

사건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신뢰는 보다 굳건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의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도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위 

사안과 같이 국가행위에 의하여 과잉금지위반과 신뢰보호원칙위반의 문제가 동시

에 제기될 경우 이때의 ‘신뢰보호심사’는 ‘과잉금지심사’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고 할 것이다.69)

한편 부진정소급입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위반에 기해 위헌으로 판단된 사건으

로 헌재 2000헌마208 또는 2000헌마152를 들 수 있다. 후자의 사례(세무사자격부

여제도폐지사건)는 본칙뿐만 아니라 부칙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사

건이다. 이를 자세히 본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국세청 등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이 있는 사람들로서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당연히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개정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위 제2호

를 삭제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3항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 기준일인 

2000. 12. 31. 현재 구법 규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당연히, 즉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조 및 부칙 제3항70)

69) 성낙인, 앞의 책, 257면; 정종섭, 앞의 책, 184면. 헌재 2002.7.18. 99헌마574 참조. 비디

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70) 개정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

진다고 정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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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무사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신뢰의 원칙 및 평

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 중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나 행복추구권의 침해논리는 받아

들이지 않았지만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국민이 종전의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권리의무에 관련된 법규․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최

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신뢰의 보호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

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결국 신뢰이익과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67-668; 헌재 2000. 7. 20. 99헌마452, 판례집 12-2, 128, 145-146 

등 참조)｣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해 온 조치는 그간 오랫동안 

존속해 오던 제도로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시급하게 폐지하여야 

할 긴절하고도 급박한 사정이 없거니와, 선발인원의 제한 없이 절대평가제로 시행

되고 있는 현행 세무사자격시험제도 아래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

한다 하여 곧바로 일반응시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볼 근거도 없

으며,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공익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실현을 다소 늦추는 것에 불과할 따름

이라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

법에 위반된다.｣

2. <삭제 1999. 12. 31>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법 부칙 ③항(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구 세무사법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1. 생략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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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위 부칙 제1항 단서는 개정법 제3조의 시행일을 2001. 1. 1.로 규정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시행일의 전날인 2000. 12. 31.을 기준일로 설정한 다음, 기

준일 현재 구법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

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위 기준일 전에 자격부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

무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청구인들과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어서 평등권에 위반

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청구인들 사이

에는 단지 근무기간이 좀 더 긴지, 짧은지에 관한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5급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세무사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국세청 등 

국세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밖에 다른 본

질적 차이가 없다. 더욱이 개정법 부칙 제1항은 개정법의 일반적인 시행일을 

2000. 1. 1.로 규정하면서도 유독 개정법 제3조 등 세무사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로 늦추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이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 자체가 도무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

늠할 수조차 없는 자의적 조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리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

준을 토대로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청구인

들을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71)

비록 불합리한 면이 있는 제도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도의 존속을 

믿고 신뢰하여 일정한 직업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의 기득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위 헌재 결정은 분명히 하고 있다. 본칙규정은 합헌이고 부칙조

항만 위헌으로 판단한 것도 흥미롭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본칙과 연동되어 

있는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경우 위헌결정

을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본칙뿐만 아니라 부칙의 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법

치국가원리 및 이를 구체화하는 법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

71) 물론 이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단순위헌 결

정을 내릴 경우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들마저도 

그 근거규정의 실효 또는 적용중지로 당장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치국가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초래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이를 존속하게 하여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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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등의 원칙도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이든 부진정소급입법이든, 원칙 또는 예외의 형

태로,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 소급입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

다. 이때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보호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술한 세무사자격부여제도폐지사건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는 명확하고 안

정적이었다. 구법 하에서 기득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강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적 안정성 나아가 신뢰의 원칙에 부

합하는 태도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구법에서의 개인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경우

(법문의 불확실성, 법적용의 불안정 또는 입증의 곤란 등의 사유에 기해) 이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해 구법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

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신뢰의 전제조건인 사실관계 자체가 불명확하였기에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구성요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72)

부칙을 입법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의 원

칙에 위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법을 개정할 경우 그 부칙에서 ‘소급효’를 

72) 예컨대 BVerfGE 11, 64 (NJW 1960, 1195). 강제추방 및 전쟁피해의 확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von Vertreibungsschäden und Kriegssachschäden 

(Feststellungsgesetz) 제16조 제3항 및 제7항과 전쟁피해보상법(Das Gesetz über den 

Lastenausgleich (Lastenausgleichsgesetz), BGBl. I S. 446, 주로 2차세계대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법률임) 제293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양 법률 모두 1952.8.14.제정되었다). 이 사건 소원제기자들은 형제들인데 부모의 가

옥이 폭격으로 파괴되던 당시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부친은 그 이전에 사망

하여 형제들과 그 모친이 공동상속을 한 상태였는데 가재도구와 같은 재산에 대한 분

배는 상속공동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논의되지도 않았다(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다). 위 법률의 조항은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잔존배우자에게만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법에서는 ‘위 청구인들처럼 상속공동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보

상청구권 문제(즉 잔존배우자에게만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도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 3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던 것이다. 즉 청구인들의 구법하에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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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또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태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5. 남북관계와 부칙

최근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하며 그 확인과 상속분할

청구를 한 사건을 계기로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2012.2.10.). 민법의 가족법이 남북한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가족관계 

및 상속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

도한 것이다. 

동 법안에 의하면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에 의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 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을 관리

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13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5조).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18조). 또한 상속, 유증재산 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 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조 1항 1문).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의 재산은 북한주민 등

록대장에 등록, 보존되어야 한다(21조).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인적 사항과 재산관계

를 남한의 법에 의하여 규율한 최초 사례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은 

이미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해 적용된다.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상속권자임이 확인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런데 동 법안의 부칙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또는 상속, 

유증 등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칙 제3조(재산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전에 북한 주민이 상속, 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재

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는 제5장(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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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 시행(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부칙 제1조) 당시 

유관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 법 시행 전에 북한 주민이 상속, 유증 또

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법이 적용

되도록 하여 상속 당시 민법상 상속법제에 의해 확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둔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문제되는 것으로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만에 의거 그 소급입법의 정당성을 논하기

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북한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의 사법적 

권리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더구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동 법을 소급적용하여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

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구법 하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던 새터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평등

을 회복시켜주는 소급입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1999.12.28) 제1항은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항(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제3항(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

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일련의 소급적용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법 부칙(2007.1.26 제8269호)도 제2항(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에서 ‘제19

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

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고 하는바 이 또한 새터민에게 재혼을 통한 새출

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평등을 회복시키기 위한 소급적용은 타당한 부칙입법수단이 된다.

VII. 결

이상 두서없이 ‘부칙’의 내용과 정비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주제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일관된 부칙의 내용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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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확립하기에는 아직 연구의 부족을 실감한다.

본고는 무엇보다도 부칙이라는 법률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해 ‘일반적․체계적’

으로 연구하고자 하였고 본칙과 부칙 사이에 역할분배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인식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몇 가지 형식적, 내용적 정비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칙과 관련한 적지 않은 위헌소원 사례들이 말해주듯 부칙의 규범적 의미도 경시

해서는 아니된다73)고 생각하여 특히 소급입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정리하고 그 의

미를 분석해 보았다. 

모쪼록 이 글이 ‘부칙’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작은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투고일 2012. 5. 8.      심사완료일 2012. 5. 30.      게재확정일 2012. 6. 1.

73) 본고를 탈고한 후 내려진 헌재 2012.5.31. 2009헌바123 전원재판부 결정은 (주)GS칼텍

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1993년) (전

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 구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대판 2006두19419의 결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 해석론의 당부를 논할 수는 없으나 법률의 본칙이 전면개정되면 그에 연

동되어 있던 부칙도 당연히 함께 정비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입법적 과오가 위 

문제의 시발점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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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ddenda｣
- Focused on It’s Systematic Approach -

Choi, Bong-Kyung*

74)

Every written law includes so called ‘addenda’ besides ‘major part of the respective 

law’. The addenda regulate quite diverse contents and are composed of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contexts, but they are always located in the ‘end’ of the code 

as an independent part, consequently have not been in the middle of ‘academic’ 

interest. The scholarly energies are also focused just on the interpretation of ‘major’ 

part of the code. Very few arguments about them are confined to interpretations on 

some provisons of ‘addenda’. A systematic study on addenda was hardly to find.

So this article would like to try to conduct a systematic study on them and 

especially reveal a normative meaning of addenda. Beginning with analysing a series 

of related cases (II), it compares addenda with the major part (III). And it describes 

furthermore the diversity of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V). The 

main concern of this article will be to develop some criteria on how to legislate 

addenda (V). One of them would be that the principal prohibition of enactment with 

retroactive effects is also to be applied to addenda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and right to equality as well. The handled cases related to 

addenda are selected mostly from the ‘code’.

Keywords: addenda, contents of addenda, form of addenda, criteria of addenda, nor-

mative meaning of addenda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