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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한국의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1)

李 瑀 渶**

Ⅰ. 序

2005년 7월 13일, 의원 10인의 발의로1)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31번)이 발의되었다. 총 3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

률안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포함하여 국회법 등 관련법령상 

입법에 요구되는 제반 절차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면 그간 여러 관점과 입장에서 

논의대상이 되어 왔던 로비활동을 법제화함으로써 그 규제의 법적 근거 역시 마

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치과정에 실재해 온 로비활동을 법제화하려는 움

직임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찬반양론의 입장에서 비교적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제

도화의 입법적 노력도 꾸준히 있어 왔다.2) 이제 위 법률안의 발의로 인해 로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公法).
1)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이승희 의원(대표발의), 배일도 의원, 유승민 의원, 유기준 의
원, 김홍일 의원, 정몽준 의원, 이계경 의원, 김애실 의원, 최철국 의원, 나경원 의원. 
이외 2인의 찬성자가 있다.

2) 우리나라에서 로비활동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는 특히 정치학계에서 꾸준히 있어 왔으
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입법학적 관점에서 법제화 논의도 있어 왔다. 우선 참여연
대가 2000년 5월 16일 토론회에서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 로비활동 내용의 공개, 로
비활동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적 로비활동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하여 등록된 
로비스트는 기업․단체․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자신을 고용한 의뢰인을 위해 여러 가

지 정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후원할 수 있고 로비활동의 목적과 접촉한 기관 및 사용한 돈, 받은 돈 모두를 국회
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다(동아일보, “로비공개법 찬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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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법제화의 입법적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비활

동 법제화의 필요성이나 그 우려되는 부작용을 관련입법 필요성의 찬반논의를 

위해 지적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의제민주주의의 입법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

뢰의 제도적 보호를 통한 입법의 정당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헌법과 입법학의 이

론에 비추어 로비활동의 실제적․상징적 역할을 분석하고, 법제화과정에서 중점

적으로 논의해야 할 제도화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위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 자체에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입법목적으로서 명시하고 있는 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 할 공개적․제

도적 틀과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과정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의 투

명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위 법률안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몇 가지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개선점

과 함께 앞으로의 법안심사과정 등 법제화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바를 제

안할 것이다.

논의의 이론적 기초로서 대의제민주주의에서의 입법과 입법과정의 현대적 의

의와 역할을 특히 다원적 이해관계의 조정 및 조화과정으로서의 입법의 기능에 

비추어 조명한 후, 이러한 관점에서 로비활동의 본질적 의미와 핵심적 기능을 논

의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책결정과정 특히 국회입법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

뢰의 제도적 보장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절차의 구조적 특징을 검토한 

후, 이번 발의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특히 그 입법목

적에 비추어 구체적 조항과 내용별로 분석한다. 이 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대

한 공공의 신뢰의 제도적 보호라는 큰 목표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로비활동 법제

화 움직임을 논의하고, 앞으로 로비활동 및 이익표출경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을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여 개선해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노력하

다.

란” 2000.5.18. 등 참조). 로비활동 법제화의 논의가 이후 더욱 진전되면서 2004년 8
월에는 의원발의형식으로(무소속 정몽준 의원) 국외의 이익을 대리하는 로비스트의 
활동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법안”이 발의되었
다. 이외에 이번 2005년 7월의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
기까지 로비제한법 등의 가제로 다수의 의원들이(대표적으로 열린우리당 이은  의원

과 민주당 이승희 의원)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로비활동의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의 
입안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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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로비활동 법제화를 논하는 이론적 맥락

1. 입법과정의 현대적 의의와 입법과정에서 공공의 신뢰의 절차적 보

장의 중요성

(1) 이익집단-다원주의-입법과정의 이론적 연관성 모색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諸현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 사안에 관해 

공동체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생겨나고, 다양한 공동체구

성원들은 자신과 가치관, 입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구성원들과 결속하여 

―새로운 단체의 조직 뿐 아니라 기존의 조직에의 참여 또는 동일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익집단을 형성한다.3) 특히 일군의 공동체구성원들이 공유

하는 가치관, 입장, 이해관계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일

군의 공동체구성원들의 가치관 및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경우, 이익집단을 이룬 

개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 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대체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4) 정부는 이러한 이익

집단들의 활동을5) 여러 경로와 방식으로 공동체에 매개하고 반 하는 역할을 하

3) 이익집단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Arthur Bentley의 정의를 빌려 이익집단을 개인들
의 집합체로서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 넓

게 정의한다. Arthur Fisher Bentley, The Process of Government,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209-210면.

4) James Madison은 인간의 이러한 성향에 관해 이익집단이 생겨나는 원인은 인간의 본
성에 기인한 것으로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없이는” 이익집단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The Federalist Papers(Random House, 1950) No. 10 (James 
Madison).

5) 이익집단의 생성과 존재를 위와 같이 설명한다면 공익의 개념을 도입할 때 이익집단
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반드시 공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근거

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다원주의 입장에서 공동체에서의 이
익집단 또는 조직화된 이익의 역할을 강조한 민주주의제도 이론가들은 James 
Madison에 비하여 이익집단의 존재와 기능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Peter 
Schuck, “Against (and For) Madison: An Essay in Praise of Factions,” 15 Yale Law 
& Pol'y Rev. 553, 558 (1997) 등 참조. 이렇듯 공화주의적인 공익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이익집단을 “하나 이상의 공통된 입장에 근거하여 그러
한 공통의 입장에 기인한 행위유형의 정립, 유지 또는 진작을 위해 공동체 내의 他집
단에 대하여 일정한 태도를 취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예로 David 
Bicknell Truman, The Governmental Process: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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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집단의 이익추구활동을 제한하거나 진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은 정치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힘

을 이익집단의 활동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행위자들에게 나누어준

다는 의미에서6) 공동체의 정치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7) 궁극적으로 사회의 다

원화를 초래한다.8)

이렇듯 공동체를 이루고 일반적인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선호체계와 이해관

계를 가지고 이익집단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2d rev. ed., 1971), Alfred Knopf Publisher, 33면 참조.
6) 이익집단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 전제적 정부 하에서도 이익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정부통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권력분산형 다원주의체제하에서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익집단들과 정부간에 상호통

제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7)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보이는 이익집단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특정 이익집단이 추
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他이익집단의 목표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제도상 및 현실상 국가가 개입하여 이러한 갈등을 해결한다면, 이러
한 관점에서는 정치체계를 다양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조정되는 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원주의 관점에서 정치과정을 위
와 같이 설명한 예로는 William N. Eskridge, Jr., Philip P. Frickey, Elizabeth Garrett 
共著, Cases And Materials On Legislation: Statut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Policy (3d ed., 2001), West Group, 48면-50면 참조.

8)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에도 사회적․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기능분화와 함께 사

회적․경제적 이익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익표출의 양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 체제와 여건 하에서도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구조는 꾸준히 

변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목표, 조직과 성격의 이익단체들이 형성되어 작용할 것이
나, 이익집단의 형성을 촉진하고 공동체구성원의 이익표출을 양태와 적극성 면에서 
활성화하는 요인은 사회가 겪은 역사와 그 사회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후발산업사회로서의 특징상 이익단체
의 성격과 활동유형은 사회․경제적 구조상황 외에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정권형태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향을 받아왔으며,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민주화, 사회가
치의 다양화, 산업화와 함께 일어난 사회․경제적 분화와 이에 따른 이익의 다양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차단되었던 특수이익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이익

집단이 조직되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과정에서 활동하게 되었

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부문의 활성화가 이익집단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정치체

제와 사회의 변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익집단들이 정치과정
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 다.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와 이익집단
의 활성화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서는 장달중, “산업화와 이익집단”, 한국정
치학회보 제19집 (1985), 131-145면; 이정희, “한국공익단체의 이익표출구조와 로비활
동”, 한국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1990), 79면 이하, 80면, 83면; 안보섭, “한국 로
비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보학 연구 제4권 제2호 (2000), 209면 이하, 213- 
214면, 216-218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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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체가 가진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서의 法이 있다. 실정법의 차원에 한정하

더라도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발견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금을 통틀어 많

은 논의가 있어왔으나,9) 일단 실정법을 공동체에서 일련의 정해진 과정을 거쳐 

생겨나고 적용되며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는 일생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입법

과정을 입법체계를 구성하는 입법의 태양(態樣)10) 및 입법기관의 입법의사 형성

과정과 이를 둘러싼 사람과 조직의 입법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1) 입

법과정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규정범위를 두어 정의할 수 있겠으나, 

보다 기술적․절차적 관점에서 입법과정을 법률이 어떻게 생겨나고 최종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성립되어 가는가라는 입법의 절차로서 정의하기도 하

고,12)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을 국민을 대표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9) Ronald Dworkin, Law's Empir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특히 1-86면 등 참조. 이러한 논의는 이 의 연구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 

에서는 특별히 논하지 않는다.
10) 입법의 의미 또한 시대의 변천과 특정 사회의 정치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으나, 넓은 의미에서 입법을 “모든 법안의 발안과 초안작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나 이익표출활동 및 이견의 조정, 심의, 토론, 표결 등의 다양한 모든 
법정립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최송화,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자”,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8면; 최송화, 법치행정과 공익, 박 사 (2002), 
3면 참조.

11) 이 정의는 박 도, “입법과정 연구의 입법학적 연구시각”, 법과 사회 제10호 (법과사
회이론학회, 1994) 172면 이하, 172면에서 인용한 것이다. 법, 법과정, 입법과정은 다
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더더욱 입법과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입

법과정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입법
과정을 사법과정에 비교하여 그 특징을 찾는다면, 우선 입법과정과 사법과정은 헌법
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는 헌법적 합의의 현실적, 제도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의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법을 정립해 가는 실천적 과정으로서, 이미 성립되어 존재
하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다. 물론 존재하는 
법이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 에서 논의의 맥락이 되는 입법과정은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수요에 비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법률을 개선해 가거나 새로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입법
과정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것 외에도 행위자가 공동체로부터의 압력, 요청, 비판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응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사법과정에서의 행
위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에서 적어도 1차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호된다. 
나아가 입법과정에서는 목적성, 기술성에 대한 수요가 크며 사법과정에서보다 광범위
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입법과정의 특징에 대해서는 박 도, 위의 , 176면 참조.

12)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개념정의로서 다음의 정의를 소개할 수 있겠다: “입법과정이
란 일정한 입법정책적 목표 하에 법률안이 기초되어 의회에 제출 또는 발의되고, 의
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국가원수의 서명․공포에 

의하여 하나의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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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를 감독하는 입법부의 모든 기능과 활동 뿐 아니라 정부․관료․정당․압

력단체 등 공식․비공식의 기관과 세력이 국회라는 장을 중심으로 입법을 둘러

싼 움직임과 작용을 위하는 總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3)

이익집단의 관점으로 돌아와, 오늘날 이러한 입법과정의 맥락이 되는 다원주의

체제를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방식과 과정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 논의의 출

발점으로서 다원주의 체제를 사상과 견해의 ‘자유시장’으로 본다. 이러한 자유시

장 모델에서는 모든 공동체구성원들의 모든 견해가 적절한 설명을 동반하여 ‘시

장’에 표출되고, 입법과정이라는 시장에 한정할 때에도 모든 공동체구성원들의 

모든 견해가 입법과정의 場에 표출된 속에서 공개된 설명과 설득과정을 통해 최

소한 가장 뛰어난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가장 부족한 견해는 버려진다.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모델은 당장 다양한 이익집단간에는 힘의 相異

가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다원주의 체제의 

운용을 긍정적 관점에서 이론화한 학자들은 이익집단간의 향력의 차이를 설명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 으며,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첫째, 이익집단의 세력은 그 구성원의 수에 비례하며 따라서 공동체의 더 많

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일반적인 이익이 소수의 구성원들만이 공감하

고 추구하는 특수이익보다 큰 지지와 세력을 얻는다는 것이며, 둘째, 이익집단의 

세력은 그 이익집단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이익에 얼마만큼 강하게 공감

하고 있는가의 공감 또는 선호의 강도에 비례하며 따라서 이러한 선호의 강도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은 이익집단도 큰 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14) 이러한 

“입법학에 관한 연구 ― 입법의 주체․원칙․기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34면.

13) 박 도, “입법과정 연구의 입법학적 연구시각”, 법과 사회 제1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1994) 172면 이하, 173면. 또한 입법학적 연구에서 특히 그 방법론으로서 입법의 동
태적 사실과정과 제도적․논리적 측면의 포괄적이고 조화적인 분석시각의 정립과 적

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견해로서 다음의 견해를 소개할 수 있다: “입법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법령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과 동시에 법적 심사숙고의 결과이다. 입법과정
은 외견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움직이는 듯하지만, 법적으로 엄격히 제약
된 형식적인 절차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동적인 변화 가능성을 가진 동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규정하지 않는 국면에서 실질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에 입법에 대한 보다 실직적인 접근은 
정치학적 또는 법학적 관점의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양

자가 모두 고려된 종합적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최송화,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
자”,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91면.

14) 이러한 설명의 대표적 예로서 Nathaniel Persily, “Toward a Functional Defe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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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적 공동체를 시장구조로 보았을 때 여러 이

익집단간의 교섭과정에서 이익집단별로 각각 다수의 목표간의 순위체계상 특정 

목표는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특정 목표는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교섭과정

에 참여하는 이익집단들이 적어도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는 소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균형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익집단이 다원화된 사회의 입법과정에서 작용하는 실제의 모습에 보다 

근접하기 위하여, 위 모델이 부가적인 제도적 보장 없이는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

는 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위의 모델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구성원들

이 공유하는 특정의 가치관, 입장, 이해관계가 있는 한 모두가 이익집단을 형성

하여 입법과정을 포함한 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 한다는 것이 전제되

어야 하고, 특정 입장이나 목표는 이에 공감하는 공동체구성원의 수와 선호강도

만큼의 세력을 가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되,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위의 모델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이익집단의 입장과 그 추

구하는 목표가 시장에 표출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적어도 특정 이익

은 시장에의 표출경로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거나 특정 이익집단은 그 입

장과 이익에 대한 구성원의 선호의 정도를 반 하여 공동체의 정책결정자에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구조적으로 막혀있다거나 해서는 자유주의적 다원

주의 입장에서의 이익집단을 통한 이익표출과 이의 세력균형에 의한 일응의 정

당한 공동체의사결정이라는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이 점은 이하에서 우리나라

의 이익표출구조와 현행의 입법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단순한 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다원화된 사회에

서의 이익집단의 존재와 활동을 입법을 포함한 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이해를 시도해 보자면, 우선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있어 공

동체의 구성원들은 정보부재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듯이 정책과 그 향방에 관해 일응의 견해를 가진 모든 공

동체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려는 의사와 의욕을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접할 때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

관계를 가지거나 공감하는 사안에 대한 것보다도 소수의 집단의 특수이익에 관

한 활동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많은 경우에 입법과 공공정책이 공

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15) 즉, 입법 등 공공정책이 다수의 공동체

Political Party Autonomy,” 76 N.Y.U.L.Rev. 750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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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게 혜택을 주거나 다수의 공동체구성원이 공유하는 입장을 진작시킬수

록 무임승차의 현실적 가능성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하는 구성원의 경우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활동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현상은 특정한 이해관계나 입장을 공유하는 공

동체구성원이 일정 규모의 소수인 경우 그들의 공유하는 이해관계와 입장을 공

공정책결정과정에 반 하기 위한 이익집단의 형성과 활동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

어지리라는 것이다.16)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익집단을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것

도 사실이다. 대규모 이익집단의 경우에는 우선 기존에 종교 등의 비정치적 동기

에서 형성되어 존재하던 집단이 부수적으로 정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 향력을 

행사하고자 의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대규모 이익집단의 경우도 추

구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혜택을 차별적으로 그 이익집단구성원에게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17) 이익집단의 조직,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 상징되는 입법자들은 때로는 아무런 이익집단도 정책이슈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구성원들의 입장과 이익에 관심을 보이며 

그러한 차원의 입법을 한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18) 그러므로 정책결정과정 특

히 입법과정을 맥락으로 하여 앞서 본 바의 다양한 규모와 향력을 가진 이익

집단의 활동을 보다 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익집단의 활동과 입법

자들의 입법동기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5) 이러한 설명의 대표적 예로서는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35면 참조.

16)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이익집단구성원 각자가 이익집단활동의 결과에 따라 받는 이익 
또는 손해의 향력이 크며 이익집단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이익집단활동을 감시하기

도 용이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익집단은 또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전략의 차원에서도 상호보완적인 다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용이

할 것이다.
17) 이익집단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추구하는 이상의 실
현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것도 있겠으나 또한 연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동기를 갖고 

행동한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만족감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빈자층 또는 약자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존재는 이렇듯 다양한 유형의 혜택이 있

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8) 공동체구성원 전체 또는 일반을 위한 환경입법에 있어 특정 환경단체의 조직화된 행
동 없이도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입법은 대체로 지양되는 경
향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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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과 입법자들의 입법동기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일단은 이익집단이 형

성되어 정치과정에서 이익추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접

적으로 입법자들에게 입법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입법기관의 

구성원리 자체에 의하여 입법자들은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표출하

지 않는 공동체구성원들 또는 일반 대중의 잠재적 입법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이

게 된다. 즉, 입법자와 대중간은 선거라는 연결고리로 맺어져 있으므로,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차기선거에서 당선되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정치과정에서 향력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한 현시점에서 정치과정에 무관심해보이는 

대중도 다음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정치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차기선거에서의 불이익을 예방하

기 위해 대중 특히 선거구민의 잠재적 선호와 이들이 선거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주요사항들을 투표양태의 관점에서 고려할 것이다.19) 여기에서 선거를 통한 공동

체구성원들의 대표로서의 입법부구성이라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만으로

는 입법자들이 공동체구성원 전체의 정책 선호체계와 선호의 강도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모두 충실하게 입법에 반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20) 

특히 조직화되지 않은 다중은 정치과정에서 가시적으로 활동하는 특정인물이나 

집단이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사항을 관심범위 내에 가지고 와서 쟁점화하는 경

우21) 그러한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입장을 선거에서의 투표에 

반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익집단의 이익추구활동과 입법과정의 연결고리를 보다 동적인 차원에

서 이해하기 위해 입법자들이 선출되고 입법활동을 하며 다수의 입법자들이 하

19)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구성원들은 대체로 정치과정에의 관심도가 낮으며 따라서 전반
적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입법으로써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정책변화를 가져올 입법은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많

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R. Douglas Arnold, The Logic of Congressional Action, 
Yale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20)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한 입법부구성원리만을 적용하면 입법자들은 다음 선거
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하는 사안에 관한 공동체구성원 일반 

또는 다중의 입장과 견해를 입법과정에서 고려하고 이를 반 하는 입법을 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 경우 입법행위에 향을 주는 보다 구체적 요소로는 특정 정책으로 
인한 유권자에의 부담 또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이러한 부담 또는 혜택의 발

생시점의 선거시점에의 근접성 등의 요인을 들 수 있겠다.
21) 이러한 쟁점화는 정책결정자로서의 정부관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언론매
체나 피선거인 입장에서 경쟁하는 상대방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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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합의체적 기관으로서 입법적 의사결정을 하는 입법과정의 운용기제를 보기

로 한다. 앞서의 시장에의 비유를 연장하여 입법이 일어나는 맥락과 과정을 수요

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치적 시장으로 본다면,22) 이익집단, 

그리고 잠재적 입법수요를 가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곧 입법의 수요자이며, 입

법자(협의로는 국회의원)는 곧 입법의 공급자이다.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서 먼저 

입법자들이 입법수요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법은 입법을 통해 가시적인 혜택을 

명시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입법을 거부하는 방법, 입법행위를 하더라도 행정부

에 실질적 권한을 대부분 위임함으로써 명확한 입법적 선택을 회피하는 방법 등

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잘 조직화된 집단은 정치행위의 주체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법을 위해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 장

점 등으로 인해,23) 특정 이익집단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있는가의 정도가 그 이익

22) 정치현상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경제학 모델을 적용하여 정치가들과 유권자들이 
경쟁적인 선거시장에서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활동하는 합리적 참여주체라고 상정하

는 것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의 가정을 빌린 것이다. 이러한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법과정을 현실에서의 정치적 결정이 개인과 집단의 自益극

대화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시경제학적 체계라고 보는 입법과정 모형을 창설하

다. Gary Becker,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98 Q.J. Econ. 371, 371-374 (1983) 등 참조. 이러한 모형에서는 기본적으
로 조세, 정부보조금, 정부규제 및 기타의 정치기구가 더 향력 있는 압력단체의 이
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경제학적 시장에 비유한 정치적 시장이론에 기초하
여 Michael Hayes는 다양한 정치사안에 대한 입법의 수요와 공급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우선 수요의 측면에서는 입법자들은 종종 매 사안마다 수많은 
이익집단의 요구를 접하게 되고,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동의하
는 경우(공조유형)도 있고 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갈등유형)도 있다. 공조유
형의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든 수요

자가 이익을 받는 승자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갈등유형의 경우에는 갈등의 해
결로 인해 즉시 분별 가능한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 현실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
으므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정책결정은 지금이든 장래에든 누구나 일정 비용

을 지불해야 하는 ‘zero sum game’이 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정책결정
자가 정책의 비용을 사안에 대해 무관심한 대중이나 차기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는 집단에 전가할 수 있는 한 정부의 정책결정은 자원의 유한성에 의한 제약을 상

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 이러한 공조상황에서는 이익집단들간에 불특정다수의 공동체
구성원 대중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와 협상을 하는 상호 

협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Michael T. Hayes, Lobbyists and Legislators: A 
Theory of Political Markets, Rutgers University Press (1981).

23) 관련하여, 입법의 수요자로서의 이익집단들이 공조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자들에게 더 
넓은 유권자층에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보이게 되고 특정 입법자 고유의 정치

기반이나 정치적 지지기반을 넘어서서 다른 입법자들로부터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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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입법수요자로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법시장의 공급측면을 보면, 입법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행위를 통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일단은 차기선거에

서 당선되었을 때 그러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게 되므로 

입법자들이 차기선거에서의 당선을 직접적 행위동기로 하여 입법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은 일단은 타당할 것이다.24) 실제로 입법부 구성원들 즉 국회의원의 재선

률이 상당히 높다면,25) 많은 입법자들이 차기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동기에 효과

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26) 입법과정을 이렇듯 수요와 

공급이 만나 산물이 결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치과정을 지나치게 단

순화함으로써 관련된 여러 정치제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 하여 설명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으나,27) 입법에 대한 수요를 입법과정에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입법수요의 명확한 파악이 입법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상호작용

시사하게 되므로 수요자로서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4) 이러한 단순한 모형에서도 차기선거에서의 재선을 목표로 하되 현직 입법자의 위치에
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상황을 

입법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로비활동과 입

법과정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입법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의 광범위한 입법위임 등 

명확한 입법적 입장결정을 회피하는 방식 등으로 차기선거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어 그러한 
타협안을 입법과정에서 지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방법일 것이다.

25) 제17대 국회에 와서 의원들의 재선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제17대 국회에서도 재선 이
상인 의원이 전체의 약 35%(112명)이다.

26)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의 재선률은 현직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차
기선거에서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입법의 공급자로서 입법자들이 자신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차기선거

에서의 유권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의식할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7) 실제로 입법과정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취지의 비
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비판으로서 Dorothy Brown, “The Invisibility Factor: The 
Limits of Public Choice Theory and Public Institutions,” 74 Wash. U.L.Q. 179 (1996); 
Frank Cross, “The Judiciary and Public Choice,” 50 Hastings L. J. 355 (1999); Einer 
Elhauge, “Does Interest Group Theory Justify More Intensive Judicial Review?,” 101 
Yale L. J. 31 (1991); Thomas Merrill, “Does Public Choice Justify Judicial Activism 
After All?,” 21 Harv. J. L. & Pub. Pol. 219 (199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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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지적하여 준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이익을 표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

로 수요와 공급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되 현재와 함께 차기선거로 대변되는 시점

에서 다양한 정치과정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입법과정에 이제 조금 더 다차

원적인 시각을 더하자면, 다음의 몇 가지 요소를 입법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선, 입법자들은 가까운 목표로서 차기선거에서의 당선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

나, 차기선거에서의 당선을 넘어서서 향후 정부에서의 정치적 활동에서 유리하고 

정당한 입장과 지위에 있기 위해 더욱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믿는 바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특히 특정 사안이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입장결정이 적나라하게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자

의 입장결정은 차기선거에서의 당선을 넘어선 그 이상의 요소에도 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구성과 입법활동에 정당의 향력이 커짐으로써 입법자 

개개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내의 이해관계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러 이익집단

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일 동기를 주고 입법자들 간에 입법활동에 있어서 효과적

인 협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자들의 입법과정에서의 행위방식에 

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입법과정에서의 행위양태

와 방식에 큰 향을 미치는 정치기관으로서의 대통령도 제도적 차원에서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8)

더욱이 공동체구성원이 가지는 선호체계나 입법자의 입법적 의사도 정치과정

에 반드시 선행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특정사안에 관

해 국회입법과정에 참여한 이후에도 다른 국회의원 및 선거구민의 입장 분석 또

는 소속정당의 향에 따라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으며, 또한 국회

입법과정상 심사방식과 토의의 진행방식도 토의의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입법과정을 위와 같이 이해하면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뿐 아니라 개별 입법자로서의 국회의원과 합의체로서의 국회, 

대통령 및 행정부 관료, 그리고 정당 등의 주체가 입법과정 등 공동체의 정책결

28) 대통령은 299인의 개인으로 구성된 국회에 비해 정책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유권자전체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기구이며 가장 눈에 띠
는 위치에 있는 공인으로서 행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입법과정을 시작하

거나 특정 입법이 입법의 全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대국민적 향력을 통해 

입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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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에서 갖는 역할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29)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익집단의 역할도 입법과정에서의 다른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2) 국회입법과정의 현대적 의의와 역할, 입법과정에서 공공의 신뢰의 절

차적 보장과 입법의 정당성

이제 이익집단이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행동주체로서 활동하는 맥

락으로서의 국회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30) 먼저 국회입법과정의 의의를 

2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로서의 입법은 균형(equilibrium)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상정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으로는 정치과정에서의 결과물은 다수의 결정주체의 행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통합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또 하나의 중요한 가정은 각각의 결정주체가 이러
한 결정주체간 행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입법부의 구성
원 개개인이 입법과정에 있어 자신의 입장을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개개인은 다른 

국회의원 뿐 아니라 대통령과 사법부가 당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행위경로를 택할 것인가를 예상한 후 이를 반 하여 행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대표로서의 입법부구성원들은 선
거구 유권자들의 반응 역시 예측하여 이를 반 하여 행위하려고 한다. 나아가 입법과
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경로와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협

의의 입법과정에서의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체계뿐 아니라 법의 적용과 실현단계에서

의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체계와 반응, 행동경로를 고려한다.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적 입장에서 정치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의 상호간 선호체계의 인식과 예측에 기초한 행

위방식 선택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한 것으로서는 Jonathan Macey, “Separated 
Powers and Positive Political Theory: The Tug of War Over Administrative 
Agencies,” 60 Geo. L.J. 671 (1992)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입법과정에서 행
위하는 행위자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제도적 차
원에서도 일정한 순환경로를 통해 적용될 수 있다. 즉, 입법부 전체의 차원에서 보았
을 때 입법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행정부의 집행양태와 사법부의 입장을 예측하고 

법의 성립․적용 이후 행정부와 사법부의 집행과 적용을 반 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사후의 입법에 이를 반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위경로 선택에 
있어서도 같은 상호의존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제도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정
책결정과정에의 매개작용으로서 로비활동과 로비스트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William N. Eskridge, Jr., Philip P. Frickey, Elizabeth Garrett 共著,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Foundation Press (2000), 특히 189면 참조.

30) 입법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경로 및 반응을 예측하고 이를 반
하여 자신의 행위경로를 결정한다고 이해함으로써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

성, 그리고 모든 행위자의 선호체계가 일정 역할을 가진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 보게 
되면, 정치과정에서 행위하는 행위주체들을 보다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행위자들의 목표를 반드시 경제적이거나 이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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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법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결점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게 국민들을 구속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킴과 함께 법치주의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국회에서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이나 행정입법보다 더 강력한 권

위를 가진다.31) 동시에 의원입법은 국가 및 사회의 변화방향을 충실히 관측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제도화할 임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회는 넓은 국민

적 기반 위에 구성되고 헌법상 입법부로서 통치기구의 중추적 위치에 있으나, 국

가의 작용 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쟁점이 광범위한 역에 걸쳐 고도

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논해지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급

증한 정책수요와 전문성의 정도에 부응할 능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특징과 경제적 다원화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

의 대립이 국회라는 장에서의 충실하고 다각적인 토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어

렵게 되어가고 있으며, 행정부에의 입법위임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회에 의한 행

정입법통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

이다.32) 그러나 고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기능의 약화가 지적되고 있

다고 할지라도,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며 전통적인 권

한”이다.33) 특히 다음과 같은 입법과정의 기능 역에 있어 국회입법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대의제민주주의체제에서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4)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행위자들이 특정 행위경로를 택할 때에는 자신의 
선호체계(그 자체가 변화가능한)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체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정보에 기초하여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행위자들이 가진 정보, 특히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체계에 대한 정보
의 양과 질이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이 의 아래에서 논하는 바 입
법과정전반에 있어서 로비활동의 본질과 핵심적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와 직결된다. 입법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이 곧 행위자
들의 정치적 상호의존성이 형성되고 공동체구성원들의 다양한 목표가 추구되는 맥락

(context) 자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입법절차의 구조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방식
과 유형에 향을 미친다. 한편 행위자들 역시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의 구
조 특히 그 제도의 실제적 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1) 김광수, “의원입법의 향과 책임성”, 입법에 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국회법제실,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간)(2005.6.2.) 3면 이하, 28-29면.

32) 이 점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국회법 제9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입법검토제도
의 현시점에서의 제도적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33)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전정신판), 박 사 (2004), 1048-1050면.
34) 이러한 현상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입법과정의 의미를 입법부에서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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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입법과정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

하여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즉 국가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

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치사회를 통합하며, 나아가 정책수행의 도구로 

기능한다. 고도로 조직화되고 한편으로는 다원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초래되었을 때 국가기능의 강화로 이러한 문제들

은 많은 경우 국가정책의 결정으로써 특히 입법에 의해 해결되고, 이때 정책결정

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을 통해 정치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립의 해결과 

정치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정의 제도적 

목표로서는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간의 국가정책차원에서의 조정

이 필요한 경우 입법과정이 공동체전체의 이익에 비추어 공개된 심의

(deliberation)과정을 거쳐 정책형태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가적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현

대의 입법부의 역할은 협의의 입법기능에서 국가정책형성과 수행 및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으로 변화해가며 그 상징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책수행의 도구로서의 입법과 입법과정

의 역할에서부터 공동체 내의 이해관계와 입장의 조정과정에 있어 가능한 한 다

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정책결정과정 내에 표출되게 하여 공론화의 장(場)을 제

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 또는 공동

체구성원의 의사가 입법에 반 되게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형성수단으로서의 입법과정에는 사회변화의 일반적 

과정과 관련된 동태적 요소가 포함되고,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로 방대한 양

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제출되어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안 자체도 고도로 전문

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자의 명시적 의사, 언론으로 

대표되는 추상적 여론, 특정 정당이 취한 입장 등 그 입장표명 주체의 특정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거나 아니면 입장표명의 매개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한 개개의 

법안 또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 또는 ‘공동체구성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의 입법과정

절차적 법제정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입법이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입

안되는가 하는 입법정책의 형성과정과 법률안의 입안에서부터 발의․제출에 이르는 

과정, 국회의 법안심의과정 및 그 사이에 작용하는 각종 역학관계 등의 요소를 전체
적으로 파악하여 고찰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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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의 의사의 최적의 대안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입법과정

에 공동체구성원의 다양한 의사가 반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35)

실제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입법절차상 법안이 입안

되어 국회에 발의․제출되고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36) 이러한 절차적 관문의 존재는 ‘부적절한’ 입법이 남발하는 것을 제도적

으로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37) 여기에서 ‘부적절한’ 입법에 대한 정의는 당

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적 관문들을 ‘부적절한’ 법안

에만 적용시키고 예를 들어 ‘공익을 증대시키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

제하는 식의 운용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얻는 보호나 보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항시 적용해야 할 문제의식이다. 다만 입법과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적 관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법의 質을 민주성과 

효율성의 諸측면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운용에 있어 그러한 취

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입법과정에 적용되는 여러 절차의 존재는 입법과정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장

치가 아니라 법률안을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심의(deliberation)하기 위

35) 입법과정에의 다양한 의사의 반 을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통치
과정 중 특히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우선 상징적 차원에서 법률이 그 내

용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또한 국민의 입법에의 참여는 입법에 요구되는 전문화의 필요
성을 실현시키며, 법집행자와 법수령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법을 
통한 사회변동에도 기여한다.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법
과 사회 제6호 (1992), 17-18면, 24-25면 참조.

36) 국회법 규정에 의한 국회입법절차를 간략히 보더라도, 입법은 법률안의 제안(국회의
원 10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 후 국무
총리․관계국무위원의 부서에 의한 제출),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
회에의 회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 제안자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 법제사법위원
회의 체계․자구심사, 전원(全院)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이송(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능성),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7) 규제로서의 법은 만들기 어려워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과도 이 점에서는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절차적 보장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 관하여는 The Federalist 
Papers (Random House, 1950) No. 73(Alexander Hamilt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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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보장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38) 양질의 입법을 판단하는 가장 정당

한 기준은 결국 법이 정당한 절차, 즉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

쳤으며39)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일 것이다. 특히 수많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상충하는 사안일수록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 이상의 판단기준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위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은 입법의 질을 판

단하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40) 물론 심의(deliberation)과정을 마련한 절차가 심의

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모든 심의가 계몽적이고 생산적

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다만, 적어도 미리 마련되어 있

는 절차를 따르게 하는 규정과 구조는 심의(deliberation)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안

을 공론화하여 사안에 대한 공개적 대화에 생산적인 환경을 마련하며, 다수의 구

성원으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사의 표출이 가능한 방식의 토론

을 거쳐 합의체로서 결론을 내림으로써 입법을 한다는 사실에서 적어도 법의 정

당성과 권위의 큰 일부를 찾을 수 있다.41)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입법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이다. 대의제민주주의

에서의 입법과정이란 주권자의 대표가 주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38) 우리의 국회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서 보듯이 공화제정부구조에서는 민주주의
와 자유주의의 원칙적 의사결정수단인 다수결방식에 더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방

지할 수 있는 소수에 의한 결정기제(countermajoritarian procedures)와 초다수결원리를 
따르는 기제(supermajoritarian procedures)를 적절하게 가미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입법자들 간의 심의(deliberation), 입법자와 입법수요자들간의 의사교환, 그리고 합리
적 근거가 있는 결론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39) 심의(deliberation)를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의 달성 가능한 이상으로서 강조하는 新공
화주의(neo-republicanism)의 핵심적 내용은 정부의 정당성이 그 성립과 구성에서의 
민주성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관료들의 공공의 善 또는 공익을 위한 심의

(deliberation)에의 충실도에도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으로서,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212-254면 (1993), 그리고 
Amy Gutmann, Dennis Thompson 共著, Democracy and Disagreement,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등 참조.

40) 이러한 취지로 논리를 전개한 대표적 연구로서 Henry Hart, Jr., Albert Sacks 共著, 
The Legal Process: Basic Problems in the Making and Application of Law (Eskridge 
& Frickey ed.), Foundation Press (2001)가 있다. 특히 154면, 695면 참조.

41) 입법과정에 적용하는 절차적 요건과 입법의 정당성 및 권위의 문제를 심리철학의 차
원에서 접근하여, 상이한 입장이 병립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입장간의 타협
에 생산적일 수 있는 합의된 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합의체로서 결론

을 이끌어낸다는 자체가 존중될만한 가치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Jeremy Waldron, 
The Dignity of Legis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56-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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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주권자 의사의 국정반 을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입법의 목적으로 하는 

이상 입법과정에는 주권자가 추구하는 이익을 표출하는 과정이 합법적이고 제도

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바람직하다. 입법과정이 합리적이

며 그 절차상 공정성을 현실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보장할 수 있을 때 입법 기

능이 강화되고 전체로서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자를 제고할 수 있는 입법과정의 정비는 정비된 입법과정을 통

해 생산된 결과물인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데 궁극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입법과정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을 과정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취지

와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로비활동의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이 가지는 다원적 이해관계의 조

정․조화 기능과 우리 사회의 이익표출구조의 맥락에서 본 로비

활동 제도화 논의

(1) 국회입법과정에서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회입법의 정

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국회법개정노력의 진행경과

우리 사회에서 사회구조의 다원화 및 민중부문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

익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과 가치관의 표명대상인 

사안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과정에서 쟁점화되거나 적어도 정치과정에서의 쟁

점 형성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 전반과 쟁점화되는 사안들

에 대한 공동체구성원 대중의 인식수준이 상승됨에 따라 이익의 집산과 표출과

정 자체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변동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어떠한 정치적 과정을 거치든 결국 공동체 차원에서 공공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국가의 제도의 기능의 확대와 함께 교육의 보편화, 

자유와 권리의식의 증대, 정보기술의 진전 등에 의해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공

동체구성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치과정에 투

입하고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제 자체가 제도정비의 차원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정치과정 속으로 투입시키는 주체는 일차

적으로는 국민대중이고, 이들의 조직체인 이익단체도 이러한 역할을 실제 담당하

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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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쟁점화하거나 이미 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견

해를 표명하여 정치과정에서의 해결에 향력을 행사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향력행사를 위한 우리사회내의 이익표출경로로는 첫째, 입법절차 등 제도화된 과

정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경로와, 둘째, 공식

적인 입법과정 등 정책결정과정 내부에 제도화된 이익표출경로가 존재하지 않거

나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또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도화된 절차 외

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표출하는 경로가 있다. 우선 제도화된 이익표출경로로서 

우리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정책결정에의 이해관계표명과 토론참여 기회의 관

점에서 분석해 본 후, 나아가 로비활동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제도외적인 이익표출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법(1988년 6월 15일 全改法律 제4010호)은 특히 2000년 이후

의 개정을 통해 입법절차에 있어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의 입법의 원칙적 기능

에 충실하면서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입법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절차 규정에 반 하여 왔다. 특히 근래 일련의 

국회법 개정을 보면 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입법과정에 와 닿을 기회

를 늘이고 반 될 개연성을 높임으로써 입법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법률의 정당

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을 입법과정이 추구할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다양한 의사와 이해의 조정과 조화가 

현대 입법과정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국

회입법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절차를 통해 보장하려는 노력의 진행과정이라고 하

겠다. 이는 현재의 로비활동 법제화의 입법적 노력에서 추구하는 명시된 바의 목

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로비활동의 본질과 핵심적 순기능을 논하기 위한 

기초로서 근래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 나타난 국회입법과정상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안의 발의 단계에서 2000년 2월의 국회법개정(법6266호)으로 신설된 

제79조 제3항은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

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법안실명제’를 도입하 다. 이러한 법안실명제는 입법활동의 평가자료가 

되는 효과와 더불어 법안발의에 있어 충분한 사전준비를 독려하는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상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42) 또한 2003년 2월의 국회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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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6855호)에서 제79조를 개정하여 이전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

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 다. 이는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서,43) 국민의 다양한 의사 특히 소수자의 의견이 입법에 반 되도록 하는 취지의 

것이며, 앞으로 더욱 그 운용상 다양한 이해관계와 소수자 의견 반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4) 의원발의정족수의 완화는 특히 주권자의 입법

과정에의 이익표출경로의 관점에서 입법과정에의 참여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도

적으로 확대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률안의 발의․제출 단계를 거쳐 법률안심사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법은 

소위 위원회중심주의를 취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

심사가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45)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은 입법취

42) 법안실명제 도입 이후 실무에서는 이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정재황, “국회의 입법과정”, 고시계 2004년 2월호, 4면 이하, 5면.

43) 제235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http://search.assembly.go.kr/record/data2)의 
제안설명 참조. 실제 국회에서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통계를 보면 
제13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건수가 절대적 수에 있어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왔으며 상대적으로도 제13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건수의 비율이 정부제출 건수
의 비율보다 높아지기 시작하 는데, 제16대 국회에서 전체 건수에 대한 의원발의 건
수 비율이 더욱 늘어나 75%에 이르 다. 2004년 출범된 제17대 국회에서는 제16대 
국회(의원발의건수 1,912건, 이 중 517건 가결)와 비교할 때 의원발의 법률안이 3배에 
이르 고(2005년 17대국회 개원1년 시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1,307건, 이 중 235건 
가결), 가결된 법률안 수는 4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사무처 법제
실, “제16대국회 의원발의법률안 현황분석”(2004년 12월)(특히 2면, 5면)과 함께, 정재
황, “제16대 국회의 하반기 평가: 법안심사”, 의정연구 2003년 12월호 등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의원발의정족수완화 이후 이 에서 논의하고 있는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원10인의 발의, 찬성의원 2인)을 포함하여 20인 미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지적하 듯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이전

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 으나, 20인 미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중에는 이전의 
규정에 의해서도 20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될 수 있었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
이고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 을 법률안의 통계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

므로, 의원발의정족수의 완화가 의원발의건수의 증가의 직접적 원인인지 또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 원인인지는 알기 어렵다. 의원발의정족수완화와 의원발의법률
안증가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러한 취지의 설명으로서 정재황, “국회의 입법과정”, 고
시계 2004년 2월호, 4면 이하, 6면 참조.

44) 임종훈, “입법과정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국회보 1999년 11월호, 81면 참조.
45) 입법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의 표시가 없으
면 본회의에서 상세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국회법 제
93조 등). 실제로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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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58조 제1항). 현재 국회에는 16개의 상임위원회

가 있는데, 국회법 규정상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상설소위원회

에의 회부 및 상설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필수적 과정으로 하고 있고46) 필요

한 경우에는 특별소위원회에의 회부와 심사․보고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회법 제58조 제2항),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중에서도 소

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가 현실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가진다.

현시점에서의 운용실태를 볼 때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상임위원회 전체

에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원회의 안이 그대로 상임위

원회의 안으로서 본회의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법심사에 있어 소위원회에의 

실질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47) 또한 현행 국회법상 위와 같은 상임위원회 특히 

소위원회 중심의 법률안 심사로 인해 당해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심의(deliberation)에, 그리고 나아가 입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

할 기회가 차단된다는 문제점은 법률안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르며 따라서 

다양한 입장과 역에서의 전문적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48) 로

견의 표시가 없는 한 상세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정재황, “국회의 입법과정”, 고시계 2004년 2월호 4면 이하, 8면 참조.
46)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법 제57조 제2항, 2000년 국회법 개정)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이 제
정되어 있으나, 현재 모든 상임위원회에 상설소위원회가 구성․설치되어 있지는 아니

하다. 국회법 제57조 제1항은 위원회는 특정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마다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청원심
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고 안건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47) 정재황, “국회의 입법과정”, 고시계 2004년 2월호 4면 이하, 10면.
48)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2월의 국회법개정으로 전원(全院)위원회제도
가 신설되었다. 즉, 국회법 제63조의2 제1항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
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
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 전이나 본회의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全院)위원회를 개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상정의 지연 등 의사진행방해를 막기 위해 전원
위원회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2일 이내에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의안에 대해 심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의 발의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국회
법 제63조의2 제5항). 본회의의 토론․질의절차를 활성화한다면 전원위원회제도를 이

용할 실익이 있는지의 문제가 그 제도의 도입시점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전원위원회
의 경우 본회의에 비해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국회법 제63조
의2 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핵심적 쟁점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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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의 법제화 논의와 관련하여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의원 및 입

법관계자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할 동기가 대단히 크고 실제 용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향력 행사의 대상의 확정이 용이하며 그 대상이 소수이므로 비공개로

비 및 불법로비를 할 동기 역시 클 것이고, 이러한 음성적 로비활동 역시 실제로 

용이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회입법과정에 국민일반 특히 이해관계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입법예고와 의견청취절차를 들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82조의2), 헌법상의 청원권49)의 구체화규정으로

서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국회법 제123조 제1항) 의장의 회부에 의해 소관위원회

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국회법 제124조 제1항)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게끔 하고 있다(국회법 제125조).50) 또한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국회법 제64조 제1항), 위원회에서 중요

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

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되(국회법 제65조 제1

항),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특히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공

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8조 제5항). 다만 위원회의 의결

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해 집중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현행 국회법상 입법심사에 있어서

의 위원회중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본회의에서의 심사과정의 충실화와 더

불어 전원위원회 제도도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9) 헌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
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0)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되
며(국회법 제125조 제5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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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및 청문회절차는 이해관계인이 입장과 이해관계를 입

법과정에 표출하고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한 것이므로 절차의 합리성과 

공개를 통한 입법의 정당성 확보취지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나,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의원입법에의 상세한 참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51) 입법에의 참여절차 자체와 이의 진행방식, 이에 

표출된 견해의 반 정도와 방식에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공개적이고 이

성적인 토론을 통한 입법이라는 입법의 원칙을 구현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정당

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같은 취지로 발의된 로비활동 법제화를 위

한 법률안의 논의에 있어 이러한 관련 제도 역시 반드시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52)

위에 적시한 바의 국회법 규정들은 충실하고 공정한 입법심사를 통해 입법과

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나아가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통해 입법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제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이러한 국회법 규정의 정비 역시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의 합리성과 공

정성의 제도적 확보를 통해 입법과정 자체와 그 산물인 법률에 대한 공공의 신

뢰를 보호한다는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은 또한 

입법과정에 있어 이익표출경로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로비활

동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분석의 직접적 맥락이 된다.

(2) 국회입법절차 외부적인 입법과정에의 참여경로로서의 이익표출경로

이익집단이 이익집단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유리하

게 하기 위해 정치과정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이익을 표출하고 

입장과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 되도록 하고자 할 때, 로비활동53)이 법제화되지 

51) 의견제출자의 범위와 의견제출이 가능한 시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등이 입
법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고,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도 청문진행의 공정성, 청문결과의 반 방법에 따라 

실제적 입법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52) 예를 들어,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개최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면서도(국회법 제58조 제5항)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므로(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 적어도 공청회 
및 청문회의 개최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고 생략의

결의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하게 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3) 로비활동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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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현시점까지 이익단체가 우리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익표출의 방식으

로서 입법학적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교육․홍보활동, 조사․

연구활동, 풀뿌리로비와 총선전략, 정당과의 연계, 공청회 및 청문회 참가, 대사

법부 로비활동, 대중집회 및 시위, 연합로비전략 등이 있다.54) 현시점까지 우리나

라의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은 유형상 교육․홍보활동과 조사․연구활동에 큰 비

중이 두어져 있었고,55) 점차 교육과 홍보에 의해 대중의 의식이 높아지고 관련 

문제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풀뿌리로비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근래 

활성화된 바 총선전략을 채택하여 선거에 향을 미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

다.56)

이외에 입법과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한 로비활동 방식으로서 정당

과의 연계나 청문회․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방식이 

있겠으나, 이제까지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제외하면 이익단체와 정당

간의 상호작용은 이익단체가 각 정당대표를 방문하여 사안에 따라 입법화를 촉

구하는 정도이며 공식적 상설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57) 앞

로비활동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자에게 접

근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설득하는 행위(김병무, “로비제도 도입 
활용 서둘러야”, 국회보 2002.2월호, 46면 이하, 46면), 또는 동시에 그 이익에 반하는 
법안의 통과 및 정책결정을 제지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이정희, “미국의회 로비스트의 
실태”, 국회보 2002년 2월호, 51면 이하, 51-52면)를 의미한다. 최광의의 정의로서 개
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입법과 정책에 반 하려는 모든 

행위가 곧 로비활동이라는 정의도 있다(John Wright, Interest Groups and Congress: 
Lobbying, Contributions, and Influence, Longman Publishing Group (1995) 75면). 로
비활동이나 로비스트제도는 대의제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어디

에나 정착되어 있으며, 권력이 분산되어있고 정치구조가 복잡하며 다원성을 가진 국
가에서는 로비활동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한다(안보섭, “한국 로비 활동에 대한 탐색
적 연구”, 홍보학 연구 제4권 제2호 (2000) 209면 이하, 215면).

54) 이러한 각 방식은 로비활동을 법제화하는 경우 활동유형상의 구별상 직․간접적으로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겠다.
55)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특히 교육․홍보활동에 그 활동의 중점을 두어 교육

과 홍보를 위한 예비적 활동에 치우치고 있으며, 조사․연구활동도 사전적 조사활동

보다 사후적인 것이 많다는 분석이 있다. 이정희, “한국공익단체의 이익표출구조와 로
비활동, 한국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1990), 79면 이하, 94-95면.

56)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성향, 국회발언, 국회에서의 표결성향을 국민에게 알려 선거권 행
사에 향을 주는 적극적인 총선전략도 국민의 입법부에 대한 감시기능과 함께 앞으

로 더욱 효과적인 압력행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57) 이정희, “한국공익단체의 이익표출구조와 로비활동”, 한국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1990) 79면 이하, 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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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바와 같이 제도화된 청문회나 공청회에의 참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정책결정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논쟁을 펼 수 있으며 

연구조사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한 대중매체의 초점을 

받게 되어 대국민홍보의 기회가 되기도 하나, 아직은 이익단체들이 청문회나 공

청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58)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이익표출경로를 보면, 행정부와의 통로는 각종 자문위원

회나 심의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로가 있으나 이는 공익단체보다는 

민간단체에게 가능한 제한적 경로이고, 때로는 이익단체에서 단독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나 정책결정과정에 의사를 반 하는 경로로는 실효성이 적고 대국

민 홍보활동의 일환 정도이다.59) 사법제도 및 관련제도의 이용을 통해 정책결정 

및 변화과정에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는 고발조치를 통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단히 활발하지는 않다.60) 특히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홍보

효과와 더불어 대중매체에 향을 주어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점

이 있는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대중집회, 시위, 농성 등의 방식으로 의사와 입장

을 표출하기도 하며, 이외에 여러 이익단체가 서로 유관한 사업, 사안에 있어 공

동로비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있다.61)

특수이익단체이든 공익단체이든,62) 이익표출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갖

58) 이정희, 앞의 , 98면.
59) Id.
60) Id.
61) 이정희, 앞의 , 99-100면. 다만 최근에 나타난 바, 가족법 관련 민법개정에 있어 여
성단체의 공동전략이나 여러 현안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연합활동 등 기존의 이익단체

와 진보적 이익단체간의 특정 목표를 위한 공동활동을 포함한 공동 로비활동이 있으

며, 그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앞의 , 100면.
62) 우리나라의 이익표출구조를 논함에 있어 공익단체를 특수이익단체와 구별하여 연구하
기도 한다. 즉, 공익을 ‘일부계층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에 대응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으로 정의하고 공익단체를 ‘사회구성원 전체의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
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諸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정치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압력단체’로 정의한 후, 우리나라에 특수한 사회다원
화의 과정과 방식에 기인하여 공익단체는 특히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 때문에 특수이

익단체에 비해 이익표출에서 인적․물적자원과 내부적 리더쉽의 창출, 로비활동 등의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어왔음을 지적하고 특별히 공익단체의 이

익표출구조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는 예도 있다. 로비활동에 국한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공익단체는 로비활동 대상이 되는 입법, 행정, 사법부, 대중매체와 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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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있어야 하고 이익집단 내에서 내부적 리더쉽을 창출해 가야하고 효율적인 

로비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이익단체의 로비활동도 그 대상

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여 대국민 교육․홍보활동과 더불어 로비활동의 

핵심인 정확한 양질의 정보의 매개를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확대할 것이 요망

되며,63) 특히 청문회 및 공청회를 통한 정보제공․정책제안․쟁점토의를 통해 공

민들의 공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로비활동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희, 앞의 , 79면 이하 참조.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특수이익단체 또는 민간단체
에 비하여 이익표출 방식과 경로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별은 로비활

동 법제화가 진전되고 특히 실제 법제화가 되어 제도가 운용되는 시점에 이르 을 

때에는 각 이익단체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 심층적 비교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
나 이 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표출방식과 과정으로서 로비활동을 논

의하고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공공의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로비활동 제

도화의 입법적 노력을 입법과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논리전개의 과정에서 공익단체와 특수이익단체를 구별하지 않는다.
63) 로비활동의 다양한 종류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설명한 예가 있다(출처: 안보섭, “한국 
로비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보학 연구 제4권 제2호 (2000) 209면 이하, 215면).

구분 유형

 성질상 분류
 - 특정한 정보를 획득코자 수행하는 로비

 -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향을 미치고자 하는 로비

 사건해결 여부
 - 문제해결성 로비

 - 문제차단성 로비

 특정목적의 달성

 - 현황 파악을 위한 로비

 -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안과 관련 이익을 최대화시키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로비

 로비 주체
 -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로비

 - 대리인 또는 매개인을 통해서 하는 로비

 로비활동의 지속성

 - 지속적인 로비

 - 문제 차단성 로비 [특정문제에 있어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일시적 로비]

 로비활동의 시점
 - 사전적 로비

 - 사후적 로비

 목적의 구체성 여부
 - 문제 특정적인 로비

 - 특정 개인, 기관, 또는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로비

 로비대상의 수
 - 편무(片務)적 로비

 - 다자(多者) 상대적 로비

   로비활동의 방법과 유형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으로서는 Bruce C. Wolpe, Lobbying 
Congress: How the System Works (2d ed.), Congressional Quarterly Books (1996),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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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구성원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에 매개한다는 현실적, 상징

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로비스트 

등 전문적 인력의 양성도 더더욱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성향, 국회발언, 

표결성향을 국민에게 알려 선거권 행사에 향을 주는 적극적인 총선전략도 효

과적인 압력행사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익표출경로의 합리적 제도화가 정책

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회입

법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고할 수 있게 한다는 로비활동 법제화의 필

요성과 생산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3)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에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화된 

경로로서의 로비활동의 필요성

국회로 상징되는 입법부는 대의제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주권원리의 가장 큰 

상징이자 국민주권원리의 실현기제이고, 동시에 공동체의 부분적 이익에 대한 가

장 중요한 보호막이다.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민주권의 핵심은 국회

를 통한 또는 국회에 의한 대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회는 소선거구제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 개개인들을 선거구민의 반응에 민감하게 하고 동시에 선거구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합의체로서 전체 

피치자의 동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국회는 한 마

디로 상징성과 현실성 양 면에서, 국민이 간접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방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공화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화제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가 

다중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체로서 공익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촉진한

다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상은 공화제정부하의 대표자들이 공동체구성

원들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보다 공동체구성원들의 총체적 의사를 더

욱 잘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64) 즉, 국민의 

대표자들로서의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판단력과 전문성을 국회에서의 토의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토의과정에서 다수결의 표결을 통해 형성된 합의체

히 65-132면 등 참조.
64) 대표적으로 James Madison의 견해가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The Federalist Papers 

(Random House, 1950) No. 10(James Madison)(“The public voice, pronounc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ill be more consonant to the public good than if 
pronounced by the people themselves, convened for the purpose.”)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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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의사가 공동체구성원 의사의 합의점이라는 명제를 통해 입법과정에 피치

자의 의사를 반 한다.65) 독립된 대표들이 공동체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결정

하는 것이 공화제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핵심이므로, 이러한 공화주의체제의 핵심

은 곧 입법자의 독립성이다. 입법자가 독립된 관점을 유지할 수 없으면 입법과정

에서의 심의(deliberation)는 생명을 잃게 되고 다수결은 정치세력들간의 담합에 

굴하게 되기 때문이다.66)

이렇듯 공동체구성원의 정치과정에의 참여와 공화주의 정부의 요소가 만나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소명과 상징성을 가진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입

법과정에 공동체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 하고 충실한 심의(deliberation)를 통

해 이해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조정을 할 임무가 있는 동시에, 부

분적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 이익집단의 부당한 향력으로부터 공동체구성원의 

정치참여권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法제공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경제 역에서의 정부기능이 규제 및 관리기능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관계에 있

는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익집단들이 대두하 고, 복잡한 수요에 대응하여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의 증가는 이에 대응하여 보다 개별화되고 분산된 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이익집단의 증가와 활성화를 더더욱 촉진해 왔으며, 종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이익집단구

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공개적, 비공개적 경로를 통해 로

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67) 즉, 정부의 규제 역이 확대되고 국회에서 입법되는 

법의 규제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정책방향의 결정으로서의 국회입법의 방향과 초

점에 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익집단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구조에서 대의제민주주의 하의 입법부로서의 국

회의 역할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협의의 입법기능에서 점차 국가정책의 형성

65) The Federalist Papers (Random House 1950) No. 70(Alexander Hamilton) 458면 참
조.

66) 이러한 점에서 입법부가 특수이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은 입
법부 자체가 제도화한 절차를 따라서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상징적으로도(입법의 
수요자이며 수혜자인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도(특히 공개는 국민의 감시
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67) 위임입법과 법집행 기능을 통해 법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
되는 추세에서도 행정부는 위임한 모법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므로 이해관

계를 가진 자들로서는 정책의 기조 형성단계에서 입법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동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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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행이라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옮겨가고 있다. 법의 양적 증대와 

추상성 증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부는 문제의 사후적인 입법적 해결 대신 형

성되고 있는 쟁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오

늘날 의원발의 법안의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주요입법은 정

부입법형태를 띠고 있으며 정부입법의 경우 위원회안의 경우를 제외한 의원입법

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결률도 높다. 이에 따라 입법부 내에서는 협

의의 입법기능보다 입법의 全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와 발맞추어 국회내부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 여러 차례의 국회법개정

을 통하여 입법절차가 본회의중심주의적 구조에서 위원회중심주의적 구조로 변

화를 겪었으며, 법안의 내용이자 규제대상이 되는 사안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

짐에 따라 국회 내 위원회의 구조도 다원화되고 권력분산형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전문적 심사를 표방하는 위원회에서 국회입법과정에

서의 실질적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안의 전문화에 따른 국회입법과정의 

본회의중심주의에서 위원회중심주의로의 전환은 국회입법과정에서 법안심사 및 

통과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적 심의라는 목표 아래 

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과정을 본회의로부터 위원회로 옮김으로써 국민의 대표

로서의 국회의원들의 입장표명 기회와 공론의 場을 감축시킨 측면이 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의 입법과정에는 로비활동에 구조

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회는 단원제 형태이면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는 위원회 또는 소속 소위원회 단

계에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반 하려는 입장에서는 로비활동의 대

상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지고 소규모이며,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전문화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 인

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해진다. 특히 입법자의 

입장에서 법안의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는 판단근거가 될 양질의 정보와 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고, 오늘날과 

같이 법률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국회 내 보

좌진 등 지원인력을 활용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별로 특정 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와 전문성만으로는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기 어렵다. 이런 현

실에서 특히 법안의 내용, 사안에 대한 선거구민과 대중의 성향, 그리고 法의 적

용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및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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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을 보충하는 유형의 로비활동은 현행의 위원회중심주의적 입법절차에

서는 로비활동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68) 수행상 용이하고 향력 면에서도 효용

이 클 것이다.69)

68) 한편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원회중심주의적 국회입법과정을 입법과정에 향
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위원회 배정을 
통해 입법과정에 현실적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차기선거에서의 당선 또
는 공익에 대한 공헌을 망라한 개개인의 목표에 따라 국회의원 각자는 관심 있는 위

원회에의 배정을 희망할 것이다. 대표적인 위원회중심주의적 입법과정을 가진 미국 
연방의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원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본인들의 향후의 입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을 결

정하는 위원회에 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Walter J. Stone, Republic at Risk: Self 
-interest in American Politics, Wadsworth Publising Co. (1989), 178면 참조. 결국 어
떠한 이유나 동기에서든 어떤 국회의원이 원하는 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기선거에서 그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선거구민의 이익을 위해 어

떠한 입법활동을 하 는지를 보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원회에 배정된 국

회의원의 차기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위원회 배정방식을 보면, 소속정당과 국회에서의 경험과 
관록에 의한 위계서열, 소속정당에서 판단하는 앞으로의 전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배정
되는 양상을 보이며, 위원회 내에서도 소속 위원들간의 위계서열에 의해 위원회 소관 
특정법안에 대한 향력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것은 다시 순환하여 특정 국회의원이 
특정 사안에 있어 입법을 통해 국가의 정책결정에 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국회에 

국회의원으로서 오래 있어서 원하는 위원회에 배정이 되고 그 위원회 내에서도 향

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기선거에서의 재선이 입법자로
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상관성이 있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위치 자체가 국회의원의 
입법자로서의 판단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의 지
위는 선거구민의 이익을 얼마나 높 느냐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단 국
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면 현역의원으로서 사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상의 유리함 

때문에 차기선거에서의 재선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은 대
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이 공익에 대한 신념에 따라 충실한 토의를 거쳐 입법하고 입법

자로서의 공익을 위한 정책판단에 대해서는 차기선거에서 책임을 지도록 구상하 으

며 이러한 제도적 구상은 소수자에 대한 횡포를 막고 전체로서의 피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에 반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법의 양적 증대와 법의 내용
이 되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회로 상징되는 대표제도는 토론을 통한 선택에서

부터 전문적 결정의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69) 로비활동이 양성화․활성화되어있고 로비활동의 제도화도 비교적 일찍부터 광범위하

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차원에서) 의회입법과정을 위원회중심주
의로 운용하는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서도 실제 연방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단계에서 가장 효용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Walter J. Stone, 
Republic at Risk: Self-interest in American Politics, Wadsworth Publising Co. (1989),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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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민중부문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정치과정에서

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추구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정당과 선거제

도의 면모를 볼 때에도 상향식 의사결정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제한적으로라

도 도입하려는 추세가 지속되면 이미 시작된 바와 같이 입후보자의 공천과정 등

에서 ‘예비선거’식의 선거구 내 당원 또는 유권자의 후보 선호도가 반 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사가 과거에 비해 더 직접적으로 혹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반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과정과 여론간의 상호작용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여론에 

더욱 민감해질 소지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수집이나 선호체계 확

인의 차원에서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로비스트’들을 활용하게 

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양방향 

모두에서의 국제적 차원의 로비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

속될 것이다.70) 더욱이 한 국가의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국가에 향을 미

치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71) 국제연합 및 EU, WTO, OECD 등 초국가

적 조직과 기구의 권한과 역할 증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초국가적 조직과 

기구는 세계 체제 속에서 국가간 조정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의 정책결정에도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초국가적 

기구를 대상으로, 또는 경쟁관계 및 향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WTO와 OECD에서는 국가간 경쟁

체계에서의 이익표출과 향력 행사에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여 절차의 정비를 

통해 그 활동에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협약 등을 채택하고 

있고,72) 많은 국가들이 그 내용을 국내법에 반 하여 로비활동을 제도화하고 있

70) 특히 대외로비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로비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취약점은 정
보수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따라서 정보에 기초한 상황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능

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적 로비활동은 
사전적, 장기적 로비보다 사후적, 수습을 위한 로비에 치중해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안보섭, “한국 로비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보학 연구 제4권 제2호 
(2000) 209면 이하, 227면.

71) 한 국가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에 향을 미치는 관계를 특히 국제경제의 

측면에서 국가간 사람, 재화, 기술, 정보, 금융 및 서비스 등 인적․물적 자원 교류의 

확대를 통해 각국 국민과 정부의 일상적 의식과 행동양식에 상호 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국가간 ‘PR 커뮤니케이션’과 그 일환으로서의 로비활동을 
논의한 것으로는, 정수경, 국제PR론, 구민사 (1999) 참조.

72) 대표적인 것으로 1997년의 OECD Anti-corruption Convention 및 같은 취지의 부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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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이러한 환경에서 이익집단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

정에 제도적으로 매개될 수 있는 것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양 측면에서 모두 바

람직하고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익집단이 입장과 이익을 입법과정에 제도

적으로 연결하여 상호작용하게 한다고 할 때 그 매개가 가져오는 효과로는,74) 첫

지를 WTO차원에서 추진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특히 OECD Anti-corruption 
Convention은 그 핵심적 내용이 독일과 일본 등의 국내실정법에 반 되었다. 또한 국
제사회의 거래와 협정 등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정부기구로서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이 활동하고 있다.
73) 미국에서는 로비활동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인 청원권의 일환으로 보장함
과 동시에 로비활동의 지원과 규제를 위해 직접적 활동규제가 아닌 등록과 공개의 

방식을 취하여 일찍부터 로비활동을 법제화하 다. 연방차원의 관련입법은 과거 1946
년의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60 Stat. 839, 2 U.S.C. §§ 261-264, 266- 
267)를 대체한 1995년의 Lobbying Disclosure Act(Pub.L.No.104-65, 109 Stat. 691, 2 
U.S.C. §§ 1601-1607)와 함께, 1938년의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가 있다. 이
외에도 연방의회 상, 하원에 로비활동공개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Ethics in 
Government Act(Pub.L. No.95-521)에 의해 로비활동 대상으로서의 공직자들의 행동지
침을 제공하고 있다. 1995년의 로비공개법(위의 Lobbying Disclosure Act)에서는 시간
의 20% 이상을 로비활동에 사용하고 6개월간 $5,000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로비스트
나 $20,000 이상의 위탁수임을 받는 로비대행사를 의회에 등록하게 하고, 6개월 단위
로 매년 2월과 8월에 로비활동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는 의뢰인이 
아닌 로비스트에게 있으며, 신고사항에는 로비스트와 의뢰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어
떠한 목적의 로비활동을 위해 누구를 만나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 는지 등의 구체적 

적시가 포함된다. 로비활동의 대상으로서 공개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는 선출직 의원
은 물론 임명직 행정부 관료와 의회사무처 직원 일부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로비활동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경우 로비스트로부터 원칙적으로 향응을 제

공받지 못하도록 의회규정상 규정되어 있어 상원의원은 연간 $100 미만의 선물만 받
을 수 있고 하원의원은 일절 선물을 받지 못한다. 1977년 당시 연방 수도 워싱턴에 
기반을 둔 로비스트는 대략 4,000명이었으며 1991년에는 약 14,500명, 2000년 현재 
등록된 로비스트는 약 21,000명이며, 2000년 현재 로비산업의 규모는 사용액상 $14억 
이상으로 추산된다. 위의 법, 그리고 http://www.opensecrets.org 등 참조. 1995년 로비
공개법 이전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형과 자유형의 형사처벌을 가하 으나 

1995년 로비공개법에서는 법위반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0년 현재 약 1만 명 정도의 로비스트가 활동하고 
있다. 로비산업 규모는 사용액상 약 $1억으로 추산된다. 특히 EU의 등장과 함께 다
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로비활동이 급증하 다. 유럽 각국의 예 중 프랑스의 예를 
보면 로비스트의 등록에 관한 포괄적인 국내 실정법은 따로 없으나 1999년 12월 프
랑스의회가 외국공무원부패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OECD의 뇌물방지협정을 국내법에 
반 시켜 프랑스기업들이 국제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공무원윤리법을 통해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특
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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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공동체 내의 입법수요에 대한 정보를 입법과정에 전달하고 매개과정에서 특

히 언론과 함께 작용하여 사안을 입법과정 초기 단계에서 공론화함으로써 입법

부의 공동체구성원 대표기능을 보완하는 기능, 그리고 둘째, 입법과정에서 입법

자들이 합의체로서 결정에 이르기 위해 입법자들 간 연합과 공조 등을 통해 입

장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과정에는 정당의 향관계 등 여러 요인이 개

입할 것이나) 충실한 심의(deliberation)를 위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입법부의 

합의체로서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들 수 있겠다.

공동체에 실재하는 이해관계를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에 매개하는 과

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적어도 모든 이해관계가 입법과정에 표출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나아가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75) 

74) 이러한 효과는 향후 로비활동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입법과정에서 로비스트가 
수행하는 상징적 역할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75) 이해관계의 입법과정에의 매개과정으로서의 로비활동 법제화의 필요성을 보다 직접적
으로 논한다면, 우선 그 기초로서 이러한 매개과정을 제도화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즉 입법과정의 일부로서 실제 존재하는 로비활동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어떤 개인이 
자신의 특정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과정에 반 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입법에 필요한 구체적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단순한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거구의 국회의원에게 입법요

청을 하거나 청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입법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로비활동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도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를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를 이용하여 로비활동을 하려는 경
우 음성적으로 로비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불법적 로비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로비활동이 양성화되지 못하면 비공개적으로 입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입장과 이해관계만 정책결정과정에 반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어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결정자를 접촉하 고 이해관계를 정책결정과정에 

반 하기 위해 어떤 근거로 어떠한 주장을 하 는지 등 객관적 자료가 공식적으로는 

전혀 남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정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로비활동이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제까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로비활

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이해관계를 입법과정에 매개하는 작용으로서의 로비활동을 

금전 등 공정하지 못한 방식의 압력행사로 인식하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

도, 로비활동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로비스트의 존재가 제도화됨으로써 이들은 일회
의 로비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반복적으로 

로비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반복성과 지속성은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의

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와 같이 로비활동 법제화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으로부
터 로비활동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다 전문적인 논의로서, 임종훈, “로비법제
화의 순기능”,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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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을 법제화하여 적법한 로비활동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면 적법

한 로비활동과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구별되어 불법적 로비활동을 제재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제한보다 ‘공개’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통하여 로비활동 

관련 정보가 등록 및 보고요건을 통해 공개되어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에서의 정보전달 및 공개의 효과, 로비스트간의 상호견제의 효과, 로비스트

에 의한 정책결정자의 견제 효과, 특히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

비활동에 대한 공개 및 이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76)

특히 충분한 정보수집과 합리적 정책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어

떠한 정보가 전달되었고 어떠한 정보와 논리에 근거하여 특정 정책이 결정되었

는가 등이 자료화되어 공개되는 것의 효과는 현실적, 상징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클 것이다.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의기관에게 의사결정을 

무기속으로 위임하 다 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관련정보

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77) 로비활동의 법제화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2005.5.4., 국회의원회관) 토론자료 참조.
76) 이에 대하여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는 공적 정책결정과정과 결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견제장치와 감시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므

로 로비활동의 공개화를 지향하는 법제도는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로비활동을 

법제화하는 입법이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에서의 공정성은 결국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일반적 감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과정의 합리성과 공개정도에 의해 크
게 향상된다. 무엇보다도 여러 방식의 견제장치와 감시활동은 결국 기록 등의 자료의 
작성․존재와 그 공개(가능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비활
동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활동의 통제가 아닌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 자체를 목적이자 

방식으로 취한다면, 시민에 의한 감시와 비판의 공식적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그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보장과 제고라는 궁극적 목표에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77) 알 권리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로비활동의 법제화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는 우선 로비법제화의 역기능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의 향력 면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우려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비활동이 양성화되면 오히려 
거래비용이 낮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로비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양
태 및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로비활동의 양성화는 공익을 위한 로비활동도 활성화하
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로비활동의 
양성화 뿐 아니라 청원제도와 같은 다른 입장표명과 이익표출의 경로도 더욱 제도적

으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로비활동의 제도화
와 양성화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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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과 정책결정 근거에 대해 알 권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

를 입법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로비활동의 본질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와 원활한 정보의 소통이다. 로

비스트는 입법자들에게 유권자들의 선호체계와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

고 특정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갖는 효과와 입법적인 또는 정부정책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로비스트는 입법

자들에게 다른 입법자들의 입장을 전달하여 국회의 복잡한 입법절차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 충족 등을 위한 노력을 돕는다. 로비스트들은 입법자들과의 접

촉을 통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입법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입법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도 하는, 정보의 양방향의 유통의 중간지점에 있게 된다.

로비활동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現상황에서 이제까지 있어 온 음성적․불법

적 로비활동으로 말미암아 로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

나,78) 특히 로비활동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로비활동의 부작용이라

고 하는 문제는 로비활동을 법제화하고 불법적 로비활동을 규제할 관련 여러 법

제를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며, 법제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되지 못할 것이

다. 이익추구를 위한 활동을 인적 요소가 아닌 제도화된 공개적 場으로 옮겨간다

는 것은 이해관계와 입장을 입법과정내부에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으로써 더욱 많고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표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로비활동이 법제화되어 공식

화된다는 것은 하나의 전문 직역으로서의 로비스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장을 

마련하게 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수단이 

아닌 양질의 정보와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로비스트들을 각 역에서 생산해 낼 

것이다.

특히 법의 지배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절차적 정의개념의 

확산에 부응하는 여러 다른 제도의 변화와 함께 입법과정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를 확대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그리고 ― 이 점에 있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
요할 것이나 ― 청원권)를 확장한다. 더불어 입법부 등 정책결정기관의 합의체로서의 
의사결정에 전문성을 보충하는 로비활동의 기능을 양성화하여 활성화할 수 있다면 대

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78) 언론보도의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중이 로비활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가져 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안보섭, “한국 로비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보학 연구 제4권 제2호 (2000) 209면 이하, 224-2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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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세계화․국제화

의 진행으로 일국의 국익이 관련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큰 향을 받는 현실에서, 

각 역의 전문가인 로비스트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WTO와 OECD의 부패

방지협약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 그 과정의 합리성과 공

정성을 통해 결정과정과 결과 자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제고한다는 

국제적 법질서가 형성 추세에 있으며,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상의 제도에 일관

성이 있을 때 상호 상승적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로비활동의 순기능이 생산적으로 작용하고 부작용이 가능한 한 생겨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바로 로비활동 법제화의 과제이다. 즉, 로비활동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는 로비활동의 핵심적 가치와 본질적 역할이 공동체구성원들

과 입법자들 사이에 정보를 매개하는 것임에 비추어 공동체구성원의 의사를 입

법과정에 정보형태로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하에 가능한 한 그 과정이 접근가능

하고 공개적일 수 있도록 하며, 정당성과 효율성의 양 측면에서 그러한 경로로 

소통되는 정보의 정확성 또는 정보의 質을 확보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어야 하겠다.

Ⅲ. 2005년 7월 의원발의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31번)의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1. 법률안에서 명시한 제안이유와 법률안의 주요 내용

2005년 7월 13일 의원발의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안번호2231번)에서는 제1항에서 “이 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등록하고 그들의 로비활동을 공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 자체에서 다음과 같이 법

률안의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의견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이 존재

하고, 민주주의는 이러한 이익집단의 공적 활동공간을 마련해주고 입법,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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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가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의 다양한 의

견과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함. 우리나라의 경

우, 헌법 및 국회법 등에 청원권, 청문회, 공청회 등의 몇몇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높아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욕구나 복잡다기화, 전문화된 이익집단

의 이해를 반 하기에는 그 제도적 장치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임. 공권력과 시

민 혹은 압력단체 사이에는 서로를 위하여 양방향으로 정보가 이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조정 할 

수 없을 경우, 청탁이나 뇌물의 제공 등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불법적 행위

를 자행하고 이점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

케 한 근본 원인이 되어 왔음.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적․논리적 참

여를 제고하고 불법, 음성적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비스트의 법제화는 필수적 사안이 되었음.

즉 로비스트의 법제화는,

첫째, 의사결정과정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기존에 음성적으로 행사되어 오던 로비활동을 양성화하여 투명성을 제

고하며,

셋째, 그동안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자나 복잡, 다양한 이해집단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는 것이며,

넷째, 정책결정자의 편향적 의사결정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 실재하는 로비활동을 법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이러한 취지하에 발의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향

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에 등록을 하고 그들의 로비활동을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1

조). “로비활동”은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또는 입법에 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공여를 의미한다(안 제2조 제7호). 

이때 “ 향력 행사”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또는 입법에의 

반 , 또는 공무원과 선의의 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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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회답으로 제공한 서신 등은 제외된다(안 제2조 제6

호). “선의”란 로비활동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사용한 

지출이다(안 제2조 제8호). 이 법안에서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

로 인정된 자이다(안 제2조 제2호).

둘째, 이 법에 따른 업무는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한다(안 제3조 제1항). 로

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등록하여야 하며(안 제5조 제1

항), 등록은 등록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안 제3조 제2항, 제

5조 제2항).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록금액 등은 대통령령에 위

임한다(안 제5조). 법무부장관은 등록체의 등록 신청서․공개 보고서 등의 서류

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안 제3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심사한 후 흠결이 없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안 제6조), 관련 자료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보충자료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안 제7조 제1항). 이 법 위반

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로비활동을 할 수 없다(안 

제8조).

셋째, 로비스트는 로비활동을 함에 있어서 로비활동의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분

과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미리 밝혀야 한다(안 제15조). 또한 로비스트가 의뢰인

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로비활동 업무

와 관련한 인쇄물 등의 자료를 전달하기 위하여는 인쇄물 등에 로비활동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 우편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전달 후 48시간 

이내에 그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6조 제1항, 제2항). 다

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안 제16조 제1항).

넷째, 등록의무자는 매 6개월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 그의 

활동상황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4조 제1항).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회기 종료일까지 반년간의 로비활동 보고

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전 연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보고서는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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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구체적으로 주무관청인 법무부에의 보고를 통해 공개되는 로비활동 

내역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다른 사람을 대신한 여행과 

숙박”, “식사․음료수 및 다른 유흥시설”, “사례금”의 지출내역이며(안 제17조 제

1항), 공무원에게 향을 주고 로비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가족

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사용한 모든 비용은 역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8조 제1항). 이때 10만원을 초과하는 각 개인의 지출 또는 거래를 항목화

하여 대상 공무원 및 의뢰인의 이름, 지출 총액, 지출발생일 및 로비활동의 목적

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로비활동의 목적과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에는 

“선의”라고 표기할 수 있다(안 제17조 제2항). “지출 및 보상”이란 금전․물품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계약․약속 또는 합의를 포함하되, 헌법 및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따른 업무와 그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제공행위는 제외한

다(안 제2조 제5호). 보고서는 제출 마감일 25일 이전에 등기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하여 보고서에 기재된 각 공무원에게 사본이 제공되어야 하고(안 제22조), 대

상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의견서는 법무부장관이 보고서 제출의무자에 즉시 전달하고 보고서 제출의무

자는 의견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회답을 하여야 한다(안 제23조 제1항, 제2항).

다섯째, 법무부장관은 로비활동 보고서와 등록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며(안 

제29조 제1항),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로비스트 등록여부를 확

인해 주어야 한다(안 제29조 제2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및 관련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 법에 따라 제출된 등록서류 및 관련 자료

로부터 획득한 등록체 또는 로비스트의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28조).

2. 법률안의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그리고 로비활동 법제화논의

의 진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로비활동의 본질과 입법과정에서의 역할 측면에서 본 법률안

로비활동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우선 로비활동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 따라 로비활동 법제화의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설정될 것이고, 일단 목

적이 설정되고 나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로비활동의 본

질과 입법활동에서의 기능이 가장 생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구조와 입법절차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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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의 특징에 비추어 로비활동의 특징을 진단하여야 하고, 이에 비추어 제

도화 대상의 범위 및 제도화의 구체적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 등 정책결정과정이 실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용되며 

로비활동은 그 속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

여야 하겠으며, 그러한 이해 하에서 정치과정에서 함께 작용하는 다른 여러 제도 

및 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하겠다.

앞에서 논의한 바 로비활동의 본질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기회의 확대와 정

보의 소통이며, 그 입법과정에서의 핵심적 기능은 충실한 심의(deliberation)를 위

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과 전문적인 정보의 매개를 통하여 입법부의 합의체

로서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이다. 로비활동을 규정하는 법은 절차의 합

리성과 공정성을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법제화의 궁극적 목적에 비

추어, 첫째 로비활동이 공동체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과

정에 표출하고 그 추구하는 바를 정보와 입장의 형태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

달하는 제도적 경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의 質을 확보하고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일단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자

를 등록케 하고 이들의 일정한 활동의 내역을 보고하게 하여 공개하게 하므로 

이를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인은 입법과정에 누구의 향력이 어떠한 형태로 행

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은 향력 행사와 로비활동을 구별하여 

정의하면서 ‘ 향력 행사’는 “이해관계를 정책결정과 집행 또는 입법에의 반 , 

또는 공무원과의 선의의 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하

고(안 제2조 제6호) ‘로비활동’은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또는 입법에 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안에서 정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공여”라고 하여(안 

제2조 제7호), 로비활동은 정책의 결정, 집행과 입법에 이해관계를 반 하려는 

활동 중에서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공여’라는 또 하나의 개념을 도

입하고 있다. 더욱이 주무관청인 법무부에 보고함으로써 공개대상이 되는 보고내

역으로서 로비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한 여행과 숙박, 식사․음료수 및 다

른 유흥시설, 그리고 사례금으로 지출한 지출 및 보상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 제17조 제1항), 법안 자체에서 로비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향력 행사의 

일부로서 무엇인가를 선물 또는 사례금의 형태로 공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는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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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가 로비활동 업무와 관련한 인쇄물 등의 자료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인쇄물 등에 로비활동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우편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안 제16조) 정보전달의 주체, 대상, 시점과 방법

을 기록으로 남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달된 정보의 내용을 공개하게 될 근거가 

될 것이나, 로비스트가 로비활동을 함에 있어서 로비활동의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분과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미리 밝히도록 하는 데에서(안 제15조) 그치지 않고 

대면접촉을 포함하여 로비스트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즉 대상공무원)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하 는가를 핵심적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역시 

로비활동의 본질적 역할을 정보의 매개와 정책결정과정의 심의과정의 전문성 보

완으로 보아 추구하는 목적을 정책결정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행위보다는 애초 그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 로비활동을 선물

과 사례금 등의 공여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법무부에 대한 보고사항인 로비활동의 내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와 양식에 따라 정해질 것이므로 위에서 지적한 바의 특정 목적 향력 행사를 

위한 특정 범주 공무원에 대한 접촉이 필수적 보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로비활동의 본질을 정보의 매개로 보는 경우 핵심적인 보고사항이 될 내역을 법

안자체에서 명시하지 않고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한 

것은 로비활동의 본질의 이해와 이의 충실한 반 으로서의 입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는 비록 ‘공개’를 핵심적 입법방향

으로 하더라도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중 입법과정에 향력을 행사하려

는 자들 상호간 그리고 국민 일반에 의한 감시기능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내

용상의 정확성이 자정과정을 거쳐 검증될 수 있다는 효과는 가져오기 어려울 것

이다.

(2) 입법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입법에서도 그러하듯이 입법목적은 법의 추상성․개방성으로 인해 법

의 실현에 있어 해석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경우 문제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로비활동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도 특히 입안과 법안심사의 단계에서 그 

입법목적을 당위성과 현실성의 면에서 향후 법의 성립․적용시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류 중인 법률안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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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며 기존에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로비활동을 양

성화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자의 편향적 의사결정을 방지

함, 그럼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적․논리적 참여를 제고하고 정책결정과

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그 입법의 목적이라고 한다.

로비활동을 법제화함에 있어 그 입법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규제대상의 

본질과 함께 법제화의 정당성 및 근거와도 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일단 입법

목적이 설정되면 이러한 입법목적이 법의 구체적 규정범위와 방식, 관련된 제재

의 정도를 결정한다. 한편 입법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계류 중인 로비활동 법제화 법안에서 표명한 법안의 제안이유와 

법안에서 채택한 ‘공개’중심의 규정내용, 제재수단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정책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보한다”는 문구하에 오히려 이보다 더욱 구체적인 이익표출경로의 제도화와 소

통되는 정보의 質 즉 정확성의 확보라는,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핵심적 과제를 

충실히 반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법목적은 로비활동의 본질을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경로의 제도화와 입법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매개로 보는 것과 일맥상

통하므로,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우선 명시된 입법목적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를 충분히 토의한 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개별 규정들을 다듬어나갈 수 있겠

다. 일단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로비활동의 법제화의 입법목적상 법안의 구

체적인 내용은 로비활동의 제한이라기보다는 로비활동의 공개와 양성화가 될 것

이고, 법에 위반되는 방식의 로비활동에 대한 제재도 반사회적 행위의 처벌보다

는 장기적으로 정보의 질을 담보하고 이익표출경로로서의 로비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도에서 이에 효과적인 수단이 채택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입법

목적에 관하여는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본 법안의 입법목적을 정책결정과정에 주

어지는 이익집단의 향력에 대해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공개

의 방식을 통해 진작하는 것까지,79) 혹은 이익집단과 입법자간의 정치적 연관관

79) 로비활동의 의의와 법적 근거를 찾아가고 정비해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정치
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해 알 수 있는 권리라는 차원에서 로

비활동의 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로비활동과 이에 대한 법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공
공성(公共性)의 수호가 된다. 이러한 관점을 도입하면, 로비활동을 허용하되 이익집단
의 향력이 입법 등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정수준 이상으로 부당하게 많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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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신뢰를 제고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향후의 사법해석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히 논

의하고 가능한 한 입법자료의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공개’에 핵심을 둔 입법방향과 구체적 규정들에 관하여

계류 중인 법률안은 로비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제한하기보다는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자 측에 등록과 보고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로비활동을 

공개하여 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경로를 양성화하는 방식

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향은 기본적으로 로비활동이 입법의 현대적 의의

와 우리 국회입법절차의 특징 속에서 수행하는 현실적, 잠재적 기능에 비추어 로

비활동의 존재를 수용하되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통되는 정보의 정확성 차원의 

質 담보와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입법의 정당성 제고를 가져오게 하므로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등록과 보고를 통한 ‘공개’방식이 본 법률안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상 바람

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법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심의과정

에서 법안이 “누가 무엇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에 심

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보다 구체적으로, 로비활동 공개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로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입법자(정책결정자)나 로비활동을 의뢰한 의

뢰인에게 둘 것인지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로비스트에게 둘 것인지의 문제, 현재 

법안에서 로비활동을 다른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적어도 로비활동에 좀더 

현실적인 범위를 설정할 방법은 없는지(예를 들어 풀뿌리로비활동이 로비활동에 

포함될 것인지 등의 큰 범주의 개념)의 문제, 공개의무자를 정한 후 그러한 의무

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보고하게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로비활

동의 잠재적 대상을 중점적으로 정의한 후 이러한 자를 접촉한 경우에는 ‘ 향력 

행사’의 목적에 의한 접촉일 때는 원칙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의 문제, 공개사항이 되는 로비활동의 유형을 제시함에 있어 명확성 요건에 비추

어 어떤 입법기술상의 규정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일반원칙을 정한 후 예외

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방식 등), 공개의무를 통해 기록화되는 정보를 어떤 매체

져서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비활동의 방식 자체도 법적, 도덕적으
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는 로비활동의 법제화에 
있어 로비활동의 수단에 대한 규제와 기회의 평등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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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단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매우 중요한 입법기술상의 문제로서 어떠한 사항을 법률

(안) 자체에서 규정하고 어떠한 사항부터를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할 것인

지의 문제가 있다. 결국은 공개의무자, 공개사항의 내역과 규정방식, 공개의 수단

과 방식 등 공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선택을 해

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유권자와 입법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

겠다.

“누가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안을 볼 때, 

우선 “누가”의 점에서 현재의 법안에서는 “로비스트”를 “등록체가 고용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안 제2조 

제3호) “등록체”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로비스트 등록서를 제출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라고 정의한 후(안 제2조 제1호), “로비활동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안 제5조 제1항), 등

록의무자가 로비활동의 의뢰인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직접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안 제5조 제2항 제2호도 참조). 또한 “등록의무자는 

매 6월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 그의 활동상황을 기재한 보

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안 제14조 제1항), 등록 이후 

실제의 로비활동을 보고할 의무도 등록의무자인 로비스트임을 알 수 있다(안 제

17조, 제18조, 제21조도 참조).

공개의무를 의뢰인이 아닌 로비스트에 부과하는 방식은 의뢰인에게 또는 접촉

대상자에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비현실성과 부당성에 비추어 법적용의 실

효성상 로비활동을 ‘공개’방식으로 법제화하는 이상 가장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공개하여야 하는 활동에 중심을 둔 공개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은 “등

록의무자”를 먼저 규정하고 이러한 등록의무자가 일정 행위를 할 때 보고의무가 

있다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누가 등록의무자인지, 즉 누가 로비스트인

지를 법안 자체에서 현실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로

비활동의 경우에는 로비활동만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로비활동이 실제 존

재할 뿐 아니라 향력이 큰 경우도 많을 것이다. 즉, 로비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의 비율 또는 로비활동으로 인한 일정한 수입의 수준 등 어떠한 기준에서든 “누

가” 등록의무를 가진 로비스트이고 이로 인하여 로비활동의 보고․공개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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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의 점에서 보면, 위의 “로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성명․주소․국적․사업체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에는 정관 또는 회칙․임원의 성명과 주소․사업계획서, 등록체(즉 “로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주무관청과의 연락업무를 하는 ‘공인대리인’의 성

명․주소․직업 및 보수,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등록하여야 한다(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록자 명단은 공개되므로(안 제29조), 등록을 통해 우선 

로비스트의 신원이 공개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등록에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위임조항을 두고(안 제5조 제2항 제5호) 더욱이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이외에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안 제5조) 

이러한 규정들은 소정의 자격심사 또는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그 심사과정에서 무엇이 공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법률의 명확성과 함께 나아가 법위반에 가해지는 제재와의 연관에서 비례의 원

칙, 그리고 제재에 대한 명확한 고지의 차원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보고되어 공개되는 로비활동의 내역에 있어서도 위의 “등록의무자”가 “지출 

및 보상목록”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안 제14조, 제

29조), 보고대상인 로비활동의 내역은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가의 핵심이 된다. 

이 문제는 결국 ‘로비활동’을 공개대상으로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법적용상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이 법안에 기초한 법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역시 법이 공개대상으로서 “무엇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가의 명확성과 정도상의 허용도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어떠한 향력이 행사되고 있는지를 공개하여 “정

책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추구하는 법안에서

도, 로비활동 자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보고하여 

공개하는 방식은 로비활동 개념정의에 개입되는 다양한 관점만 보더라도 다분히 

비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자 특히 입법자(국회의원과 의

원보좌진 등)를 현행 법안에서의 “공무원”의 정의(안 제2조 제2호)보다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로비활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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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결정이나 집행, 또는 입법에 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공

무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공여”라고 정의한 후(안 제2조 제7호) 등록의무자는 

그 고용한 모든 로비스트들의 로비활동 정보를 종합해서 공식적인 로비활동 보

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게 하고(안 제9조 제2항), 등록의무자의 보고서 양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되(안 제14조 제1항) 법무

부장관이 “로비활동의 성격이나 기능에 비추어 위 보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자체를 “면제”할 수 있

게 한다(안 제14조 제2항). 이러한 일련의 규정 하에서는 우선 개념정의의 문제

에서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법

률 자체로서는 무엇이 공개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라는 현실적으로는 보고내역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도 많

이 열어 놓아, 결국 절차의 공개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포함

한 정책의 수립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고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누가 무엇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법위반에 따르는 제재와의 관련성에서도 무엇을 금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예고를 주지 못하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실

성 있는 대안으로서 향력 행사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보다 광범

위하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한 후 “ 향력 행사”의 정의에 충실하여 ‘로비활동 목

적의 접촉’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법안에서 규정한 로비활동의 목적으로 법안에

서 명확하게 정한 잠재적 로비대상자 범위에 속하는 자를 접촉하는 경우 원칙적 

보고사항으로 하고,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예외’ 형식으로 법 자체에서 유형

별로 명시하는 방식이 명확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상 입법기술의 차원에서 더 바

람직하리라고 본다.

또한 누가 “무엇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보고사항의 범위의 문제에서는 

로비스트에 의해 입법과정에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로비스트와 로비활동에 관해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보고를 통해 공개하게 하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보고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경우 향후 사법부의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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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법조항의 문구 자체보다 사법적 해석에 의해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결

정되어 법의 권위와 실효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80) 이러한 관점에서 법안이 

“개인이나 법인의 지출 없는 로비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 적용범

위를 법안 자체에서 명확히 한 점(안 제30조), 그리고 의무적 보고사항에서 “지

출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총액만 보고할 수 있다”고 한 것 등은(안 제17조 

제3항) 제도화된 로비활동의 사용가능성을 높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요인을 줄인 것으로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4) 제재수단에 관하여

로비활동을 법제화한다는 것에는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법안은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신원과 구체적 

로비활동에 관해 많은 사항을 등록과 보고를 통해 ‘공개’하게 하면서, 등록의무

의 수행에 있어 법에 따른 공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 로비활동을 할 수 없다(안 제8조)는 등록제한

의 방식과 함께,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등록하 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한 

80) 입법과정에서 법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입안함에 있어 각별히 신중
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을 인용할 수 있다.

일단 제정된 제정법의 경우에는 입법의사의 오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안 
작성자나 입법자(예컨대 국회의원)가 오해가 존재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해명한다
는 것은 사물의 성질상(무엇보다도 제정법의 법적 안정성․명료성의 요청상) 있을 
수 없다. 입법에 관여한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해명자가 되어야 할는지도 모르겠거
니와 그러한 해명에 법적 효력(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일단 제
정․발효된 제정법은 입법에 관여한 사람의 손을 떠나 그 자체로서 이미 객관적 
존재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령 객관화된 제정법(즉 국법)에 아직도 애매모호하거
나 오해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 진정한 의미(즉 입법의
사)를 가늠하여야지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정법 해석의 문제를 불
러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일단 객관화된 입법(제정법)의 뜻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입법자 내지 입법에 관여한 자가 아니라 입법자로부터 동떨어진 지위를 가
진 국가기관(예컨대 법원 등)만이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다. 
*** 입법은 이를테면 사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사전적으로 행하는 제정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만큼 제정법의 해석의 문제는 사전의 명료화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제정법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행하는 입법(재구성)
이라 할 수 있다. *** 입법안 작성의 문제는 결국 사전적으로 제정법 해석의 문제
를 입법에 투 하는 문제가 된다. *** 즉 입법안 작성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다툼
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의사를 법문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최대권, “입법학 연구 ― 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제3호 
(1994), 48면 이하, 50-51면.



李 瑀 渶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3호 : 341∼396388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방식을 택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재의 수단과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의 문제는 “누가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법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안의 심사단계에서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재의 

수단과 정도 자체에 있어서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하는가를 신중히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제재의 수단과 정도에 있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특히 로비스트에 의해 입법과정에 전달되는 정보의 정

확성 보장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여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적합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법안심사단계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論을 대신하여: 로비활동 법제화의 입법적 노력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입법의 정당성의 절차적 확보 관점에서 

본 향후 입법과정의 발전 방향

이상에서 사회의 다원화와 이익집단의 이익추구활동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대의제민주주의 하의 입법부와 입법과정의 현대적 역할에 로비활동을 연관지어 

그 본질과 역할을 지적하 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2005년 7월에 발의된 “로비

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231번)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분

석하 다. 결론을 대신하여, 이하에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절차의 합리성과 공

정성을 통한 입법과 정책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로비활동 법제화 논의의 

진전을 위한 몇 가지 관찰과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의된 법률안의 심사과정을 포함하여 향후 로비활동의 법제

화의 구체적 논의에서는 로비활동의 본질을 정책결정과정에의 이익표출기회의 

제도화를 통한 확대․보편화와 입법과정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의 전문성을 보

완하는 차원에서의 정보의 소통에 두는 방향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넓

은 의미에서는 법률과 정책의 실현단계의 로비활동, 그리고 행정부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사

법제도와도 관련되어있는 로비활동 등도 로비활동의 개념에 포함되고 로비활동

이 양성화되면 중요한 향력 행사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로비활동의 법

제화를 위한 첫 단계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과 정책의 수립과 적용단계에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표출될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한다는 직접적 정당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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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보다 협의의 정보소통과 입장설득을 위한 로비활동을 제도화하여 정책결

정과정에의 접근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입법과정의 차원에서 우리의 국회 입법절차가 위원회중심주의로 변화해 

옴에 따라 위원회 단계에서의 입법심사가 입법과정에서 제도상으로도 실제로도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로비활동이 양성화되는 경우에도 국회 입법과

정에 대한 로비활동은 국회의 위원회 소속 의원과 입법관련자(특히 예산결정과 

배정에 관련된 업무인 경우 등)에 대한 향력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회법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회입법절차의 실제 운용 차원에서도 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입법과정에서의 로비활동이 생산적으로 작용할 단계와 장(場)을 

마련하여 로비활동 법제화와 양성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특히 

2000년 2월의 국회법 개정으로 공청회와 청문회가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

에 대해 필수적인 것으로 된(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64조 제1항 단서) 여건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려 입법과정에서 청문회와 공청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활성

화하도록 하고, 로비스트들이 공청회와 청문회에서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자와 이해관계의 상대방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그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 근거를 기초로 토론하고 설득하게 하는 것은 특히 현실적으로도 상

징적으로도 그 효과가 클 것이다.81) 공청회와 청문회에서의 공개적 로비활동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해석의 관점에서도 입법의도와 입법과정에 관

한 중요한 입법자료를 마련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로비활동의 법제화 움직임과 발맞추어 로비활동의 양성화

와 활성화에 특히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별로 미리 인적․물적으로 대비하는 것

81) 현행 국회법 규정상의 공청회와 청문회제도에 관하여, 전문개정이나 제정법률안의 경
우가 아닌 법개정의 경우도 포함시켜 공청회를 어떠한 경우의 입법에서든 더욱 활성

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도

록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의 법안심사단계의 공청회와 청문회의 
내실화와 더불어 입안단계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쟁점별 공청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입법정보가 풍부하고 충실해질 뿐 아니라 입법과정 자체와 입법의 정당성도 

제고될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와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을 적어도 생략 근거를 법령에 제시하거나 위원회 의결
로 공청회나 청문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재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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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이다. 로비활동의 부작용이나 부정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불법적 방

식의 로비활동에 의한 부당한 향력 행사를 통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정책

의 수립과 집행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고의 예방책은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

는 잠재적 로비대상자들이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한 소정의 제도적 통제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입법에 간여하는 국회 전문인력, 그리고 이외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정을 잠재적 로비활동 대상자라는 관점에서 정비하고 부패

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타율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

가 로비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적 역의 정보와 입장 등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 입법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82) 이미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

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민원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인 의원보좌관 제도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동시에,83) 로비활동의 법제화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인적 자원이 로비활동 관련 법제와 제도적으로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안의 정비를 통하여 국회보좌진도 그 실질적 역할에 비추어 잠재적 로비대상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로비활동의 법제화와 양성화를 통해 예상되는 로비활동의 활성화에 대

비하고 로비활동 법제화의 의의와 목적을 십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단원제 

형태이며 위원회중심주의적 입법절차를 가진 국회 차원에서 국회 각 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으로 대표되는 정책결정단계의 심의과정을 충실화하는 것이 절실하

다. 위원회중심주의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토론(국회법 제58조 제3항)의 

취지를 살려 대체토론을 충실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로비활동이 법제

화될 때의 부작용이나 폐해 역시 국회 입법과정 차원에서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82)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의원입법에서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법제실의 역할강화로 대
변되는 입법지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제16대 국회에서의 의원발의 법률안 가운데 
국회법제실에서 입안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발의 법률안 1,912건 중 891건으로 47%에 
이르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16대국회 의원발의법률안 현황분석”, 27면 참조. 
법제실 이외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는 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조

사관,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팀, 정책연구위원, 
정당소속 전문위원, 의원 개인의 보좌관 및 비서진 등이 있다. 현재의 입법지원조직
의 한계로는 분산성, 중복성, 연계체계의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성선제, 국회의 
권능회복을 위한 입법권 강화 방안 연구(국회운 위원회 간, 2004), 136면.

83) 2002년 현재 약 1,200명 이상의 의원보좌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양선모, “보좌
진과 로비스트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회보 2002년 2월호,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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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안심사과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더더욱 의회주의의 본질로 돌아

와 충실한 토론으로써 법안심사의 충실성과 입법의 質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

다. 절차적 정비의 차원에서 보면 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소위원

회의 회의는 해당 국회법 규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공개하도록 하여(국회법 제57

조 제5항) 소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비공개사유를 좁

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소위원회의 회의록도 충실히 작성하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국회법 제68조, 제69

조) 소위원회 심사 후 위원회에의 심사결과 보고시 충실히 작성된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도록 해야 하겠다.84) 한편 작성된 심사보고서, 회의록 등의 공

개가 중요할 것이다.85) 또한 위원회에서의 표결에 있어 기록표결과 함께86) 국회

법 제114조의2에 명시한 바의 자유투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면87) 특히 로비

활동이 양성화되었을 때 로비활동에 일정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산적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로비활동의 실제와 관련된 여러 제도와 관련법령, 특히 로비활동을 

제도화하는 경우 관련성을 갖게 되는 여러 제도와 법령을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해 가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법 이외에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세법과 함께 뇌물죄 관련규정 등을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로비활동의 양성화와 함께 금융실명제, 정치자금실명제, 자금세탁

방지관련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정비도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로비활동 관련 자료가 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언

84) 소위원회의 회의 공개와 회의록의 실질적 작성, 공개에 관한 같은 취지의 국회 입법
과정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정재황, “국회의 입법과정”, 고시계 2004년 2월호 4면 이
하, 13면 참조. 특히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심사보고서와 회의록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후 그 법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심사보고서와 회의록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85) 국회법은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
원에게 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회의의 회의록과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심사
보고서는 국민들이 국회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86) 제16대 국회에서의 본희의에서의 전자투표제를 포함한 국회에서의 표결방식에 관해서
는, 정재황, “우리나라에서의 전자투표와 관련한 현행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현안분
석 2002-8, 한국법제연구원, 2002, 특히 58면 이하 참조.

87) 국회법 제114조의 2(2002년 3월 신설)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
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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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의 핵심이므로, 로비활동 

법제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과 함께 정보공개 관련법을 정비하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일반정의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단체들 외

에도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여러 형식으로 제도화된 로비에 참여할 것이므로 

특히 정당 차원에서 정치자금법과의 관련 하에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로비활동이 법제화되는 경우 등록된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소관

으로, 또는 향후 양성화에 따라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이 자율적 

단체를 형성하는 경우 그 소관으로, 특히 정직과 성실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지속

적․정기적 재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로비스트들의 자율적 단체

가 결성되는 경우 법령상의 타율적 규제 이외에도 자율적 규제가 가능해 질 것

이다. 로비활동을 담당하는 로비스트들이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평가받는다는 의

식과 문화가 형성되고 이와 함께 자율적 기구를 통해 자율적 규제와 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로비활동의 법제화를 통한 양성화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을 여

건이 마련될 것이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지금은 향후 正義의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해되고 발전되어 갈 것인지를 관측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정의의 실체적 요소

와 절차적 요소는 사회의 처한 시점에 따라 인식 자체가 변화하겠으나, 적어도 

성향과 이해관계의 다원화와 다양화, 사회의 기능 분화, 국제화가 진행되어가는 

시점에서, 정의의 개념에 인적 요소보다는 제도적 요소가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변화는 사회생활에서 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법의 

규제대상이 다양해진 것에서, 그리고 법의 양적 팽창 자체에서 인식할 수 있다. 

절차적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그러한 절차가 실제 이용 가능해

야 할 것이고, 그 절차의 운용이 정해진 바에 따라 되고 있음이 공개를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할 것이다. 로비활동을 제도화하고 그럼으로써 지원하면서도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제도화의 구체적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필요성과 목적을 충실하게 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로비활동

의 지원과 규제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제도로서의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에도 그 운용이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소홀해서는 궁극적으로 제도 마련의 의미가 퇴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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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로비활동 법제화가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대표되고 합리적으로 정책에 반 되는 데에 생산적으로 제

도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로비

활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정책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소통을 공개화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지에 제도의 분석과 

개선 노력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88) 로비활동이 법제화되면 특히 그 이후

의 로비활동에서는 언론이 큰 역할을 담당하거나 이용되기도 할 것이며, 사회 각 

역에서의 전문적 연구기관도 일정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로비활동의 현실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더더욱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법안상의 주무관청인 법무부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 여러 정부 및 

민간기구에서 로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의 이익표출구조의 원점에

서 시작하여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다.89) 궁극

적으로는 의정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온 국민의 감시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 하에서 로비활동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청원

권과의 법적 관계를 정비하는 것90) 등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88)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되는 시각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연구로서, Arthur Lupia, 
Mathew McCubbins 共著, “Who Controls? Information and the Structure of 
Legislative Decision Making,” 19 Legis. Studs. Q. 361, 370 (1994) 참조.

89) 이러한 실증적 작업과 연구의 모델이 될 만한 것으로 Kay Lehman Schlozman과 John 
T. Tierney의 연구(Organized Interests and American Democracy, Harpercollins College 
Div. (1986), Jeffrey M. Berry, The New Liberalism: The Rising Power of Citizen 
Group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90) 지금은 법안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을 이 법에 따른 로비
활동으로 해석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을 지
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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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islative Effort To Reform Lobbying 

Activities In South Korea
―An Analysis From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91)

Woo-young Rhee
*

In July 2005, ten members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a bill to be promulgated as the “Lobbyist Registration and Lobbying Disclosure” 

Act (Bill No. 2231), which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bill, with its thirty-one provisions and an addendum, if enacted, will be the first 

of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in South Korea directly applicable to lobbying 

that has been much discussed and debated from diverse standpoints in various 

relevant fields. At the same time, it will establish a statutory basis for the 

regulation of the lobbying activities and those who are involved therein.

The legislative process functions to balance and harmonize diversified interests 

and viewpoints within a community, thereby determining the political will and 

forming the policy directions that in turn affect all within the community. The 

quintessential institutional mandate for the legislative process is, therefore, that it 

should serve as a forum, by its just and effective operation, through which a 

conclusion can be reached in the form of national policy by way of open 

deliberations to the best interest of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especially 

when diverse and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within the community. Any 

legislative effort for lobbying reform, during the discussions over the pending bill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s and sessions and beyond,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press diverse interests and to channel such interests to the 

* College of law of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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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making process, and also an institutionally unhindere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to and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 that will enhance the 

expertise crucial in the policy-making process. Likewise, each provision of the 

pending bill should be assessed in terms of the public's accessibility to the 

policy-making process, including the legislative process, at the lowest possible 

cost, and a better flow of information, both inbound and outbound.

While mandatory disclosure by way of registration of those who are engaged 

in certain activities to influence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also by way of 

reporting to the government of such activities may serve the above legislative 

purposes more effectively than the direct per se regulation of lobbying activities 

the bill as currently is should provide a clearer notice toward the lobbyists and 

the objects of lobbying activities, both actual and potential,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with respect to who is obligated to disclose which activities 

under the registr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More specifically, for example,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actual and potential objects of the lobbying 

activities as opposed to the definition itself of the lobbyist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o is a lobbyist within the statutory meaning under the registration 

and reporting obligations will be a more productive and implementable way to 

achieve the stated purpose of the bill. Further, the clarity of the notice that the 

provisions of the bill provides in terms of who is obligated to do what should 

be closely examined in light of the types and degrees of sanctions the bill 

intends to impose in case of violations of the bill's requirements.

In a larger perspective, as the standing committee review and its decisions 

upon pending bills assume an invariably significant func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both by design and in reality, the 

lobbying activities during the actual and potential legislative process have thu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concentrated on how to influence the standing 

committee procedures and the committee members. Therefore, the legislative 

efforts for lobby reform in South Korea should reflect such idiosyncrasies of the 

legislative and policy-making process of the nation. In the same vein, efforts in 

relevant areas of law and institutional designs pertaining to,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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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financing and political parties and taxes, at all different levels, from, 

for example, strengthening ethics rules for public officials to providing further 

support for the legislators and policy-makers with expert personnel and 

information, and to institutionally activating the legislative hearing mechanisms, 

will be indispensable to an effective and readily applicable statutory lobby 

reform. Also, long-term efforts on the part of those who engage in lobbying 

activities for internal disciplines and heightened professionalism will be essential 

for the nation's lobby reform that is already long overdue. Whether or not the 

currently pending bill is promulgated into an act on the National Assembly floor 

this time, the key to the legislative effort for lobbying reform will lie in how to 

balance between the support for and the regulation of the lobbying activities 

under a workable statutory scheme, and how to have respective statutory 

provisions conform to the nature of lobbying as a mechanism for open access to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effective flow of information there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