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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규제개혁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물론 냉탕과 온탕
을 수시로 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 규제개혁이 명맥을 이어온
사실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긴 역사를 잘 모르는 사
람들(특히 기자들)은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면서 “진정한 규제
개혁은 지금이 시작”이라고 외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쓰곤 하여 왔지만, 우
리나라가 오늘날 이 정도의 경제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게 된 것은 어느 한 두
정부만의 공적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가 단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덕
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하지만, 각 정부마다 차이점이 있었
음은 물론이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 드라
이브를 걸었던 반면에, 노무현, 박근혜정부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
가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자 규제개혁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혁
철학과 지향점도 다소간 달라서, YS정부는 행정민주화 차원에서, DJ정부는 외
환위기 극복, 노무현정부는 경제활성화, MB정부는 행정의 선진화를 목표로 삼
았고, 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처럼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
합리한 규제들이 많고 그래서 높은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많
은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추진해 가야 할 일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
을 반추하고 그것에서 얻은 산 교훈을 잘 학습해 착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
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규제개혁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규제개
혁을 소리 높여 외쳤던 정부나 궁지에 몰려 뒤늦게 시동을 건 정부 하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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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완화와 강화의 흐름은
늘 교차하였고, 도대체 어느 쪽이 대세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 최근
의 사태들을 보아도 그렇다. 요즘 논란의 초점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1979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란 이름으로 도입되어 25년간의 실험 끝에 실
패로 확인되자 폐지되었던 것이 7년만인 2011년 지금의 이름으로 부활한 것이
다. 2013년 대선을 전후해 봇물을 이루었던 경제민주화 관련법들도 상당한 반
대에도 불구하고 속속 법제화되고 있다. 2009년에 폐지된 중고등교과서 가격
규제는 금년에 다시 살아나고, 선행학습금지법이란 시대착오적인 법률도 제정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과 분노를 안겨 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나 대책
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아도 규제개혁의 앞길이 평탄치 않을 것임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선주회사와 선원, 이들의 탈법과 편법을 눈
감아 준 관리기관이나 감독관청의 부패와 무능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규
제의 강화, 처벌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 사고야말로 규제개혁
의 긴박성을 알리는 경고라는 생각은 거의 없다. 사고를 유발한 부조리한 현실
이 청해진해운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일이고 보
면, 사고의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일이고, 그러다보면 문제의 근원이
비현실적인 공공요금 규제에 있고, 이것이 이 산업의 독과점화, 불안전, 저질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정한 문제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도 말이다.1) 소위 관피아의 적폐에 분개할 줄만 알았지, 왜 우리나라에서는 관
피아가 이토록 득세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규제행정시스템이 얼마나 겉돌
고 있는지, 그것이 규제개혁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생
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의 이해수
준은 아직도 매우 낮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경제침체, 경제사회의
불평등, 사회의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저하, 각종 위험의 산재 등—의 근
원에는 예외 없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다거
나, 형편없이 낙후된 규제행정시스템을 갖고서는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를 만들
어갈 방도가 묘연하다는 현실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규제완화와 개혁은 그저
경제가 어려울 때 잠시 끌어내 쓸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치부하거나,2) 외려 그
1) 이에 관한 연구자들의 분석은 이 글의 결론부에 제시되어 있다. 이것이 궁금한 독자는 먼저 결론부의
머리 부분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2) 이 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IMF(2014)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6년간 7.10%, 2000-2007년간에 4.75% 수준에서
2011-2012년간에는 3.25-3.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2% 수준까
지 하락해 1인당 GDP가 미국의 65%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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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더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해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잘
할 수 있는 일과 잘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간해 정부와 민간과 시장이 각기
장기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시키고 그에 맞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규제개혁이 추구하는 바, 대의라는 사실에 대한 공유된 신념(shared
beliefs)이 없다.
본 연구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고 그 혁신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뜻이 있다. 그 간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규제개혁 수단
과 방식이 더 생산적이었는지, 혹은 어떤 수단과 방식이 기대와 달리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치경제사
회구조의 변화, 기술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개혁 방식과 수단을 선별하고, 미국, 영국
등 규제개혁 선진국들이 최근에 새롭게 채택한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시스템
의 개선내용 등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더 잘 들어맞는 규제개혁 전략과 접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고 한다.

Ⅱ. 기존의 규제개혁 시스템: 특징, 성과와 한계

1.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개혁시스템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의 시발점은 5공화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는
하나,3)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 통과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가동되기 시
작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를 중심축으로 한 현재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규개위는 원래 미국의 OMB 산하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를 모델로 삼고 있고, 따라서 신설(및
강화)규제의 통제가 규개위의 우선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법에 규
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규제일몰제도 등을 규정한 것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IMF는 여성 및 청년노동 참가율 제고, 제품시장 규제완화, 근로자 보호 축
소,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규제개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3) 전두환정부의 ‘성장발전 저해요인개선 심의위원회’, 노태우정부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규제민
간자문위원회’, 김영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행정규제합동심의위원회’ 등이 규제개혁위원회 이전에 설치되었던 대표적인 위원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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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런 취지에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보다 기존규제의 개혁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강해 규제
정비계획의 수립, 규제등록제도, 부처규제개혁의 평가와 같은 사항들이 규개위
의 기능으로 확장되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쩐 연유에선지 기존규제의 전면적인
개혁만이 규제개혁이라는 듯 여기면서,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사전통제는
가볍게 보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이런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규제심
사분석을 통해 규제가 철회되거나, 개선된 건수가 비교적 작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나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심사건수가 매년 1,200개 안팎에 달하
고 있는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숫자는 정부부처가 해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동시에, 규개위가 얼마나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짐작하
게 해 준다. 물론 규개위에서 이 모두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중요규제로 분류되는 것들만이 규개위에 상정된다. 그러나 중요규제
의 분류기준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규개위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규개위가 개별안건 모두에
대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4) 이 판단 과정에서 규제영향분
석지침의 주요사항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도 사실상
규개위의 심사분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
한 규개위의 규제심사분석의 효과와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마디
로 규개위의 규제심사분석은 부처의 규제남발 경향에 대하여 상당히 강력한
통제기능을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규개위가
부처의 규제남발 경향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과 같다.

4) 예컨대 2008-2010년의 기간에는 규제개혁위원장과 간사가 먼저 판정한 뒤 온라인으로 규개위 (민간)
위원의 찬반의견을 물어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보통의 경우는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심사안에 대하여 규개위 사무국인 규제개혁실(현 규제조정실)에 중요규제 여부의 판별을 일임하
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중요규제가 비중요규제로 잘못 분류되어 규개위의 심사를 피해 간 경우가 적
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력이 미약한 규제개혁실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규제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가 과중해질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마찰이나 갈등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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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998-2012)

연도

법령수

심사
규제수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자진)

개선·부대

원안의결

규제

철회권고

권고

(중요+비중요규제)

2012

647

1,598

1,368

27

84

1,487

2011

523

1,248

997

22

105

1,121

2010

464

1,039

714

53

105

881

2009

450

968

793

22

91

855

2008

444

974

746

17

108

849

2007

520

1,259

25

218

1,016

2006

373

1,076

32

213

831

2005

459

1,423

57

367

999

2004

342

1,054

29

278

747

2003

261

947

39

246

662

2002

289

897

49

255

593

2001

287

1194

77

308

809

2000

406

1102

94

306

702

357

1,325

167

288

870

5,822

16,104

710

2,972

12,422

1998.61999.12
합계

N.A.

자료) 규제개혁백서(2000-2012) 참고하여 정리.

첫째, 중요규제로 분류될 소지가 큰 규제의 신설은, 그것이 규개위의 벽에 부
딪칠 경우, 해당부처의 입법계획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부처가 심
사분석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입법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하게끔 만드는 효과
가 있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규제도 일단
도입되고 나면 이내 “덩어리” 규제로 커가는 경향이 강하다.5) 따라서 심사분
석 결과 부처가 신설하려던 규제가 철회되거나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해

5) 이런 경향성은 규제가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정도가 클수록 강하다. 왜냐하면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는 편법을 통해 회피하거나 우회하려는 동기를 강하게 유발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규제기관은 이
를 막을 규제를 계속 추가해야만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억제, 경제
력집중 억제, 수도권집중 억제, 교육 관련 규제들이 이런 속성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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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생겨났을 후속 규제의 싹을 미리 자
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면에서 규개위는 우리나라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지기(gate keeper)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
행해 왔고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규개위의 심사분석 제도는 각
부처가 규제등록제도에 더 순응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발휘하였다. 왜냐하면 각
부처로서는 어떻게든 규개위의 심사분석 과정을 피해 가려는 유인을 갖고 있
는지라 해당규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신설규제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6)
한편 규개위가 설치된 김대중정부 이후 역대 정부들은 규개위 외에 다른 규
제개혁기구를 가외로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오해도 적지 않다. 예
컨대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두고 규제개혁장관회의
를 운영하였고, 이명박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었으며,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다시 두기로 한 것과 같다. 이처럼 역대 정부가 규개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를 가외로 두거나 두고자 하였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규제개혁 추진의 정치적 상징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에 뜻을
가진 정부(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존재하는 규개위를 통해 개혁의 뜻을
강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규개위를 이용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
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어렵고, 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개혁을 차별
화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판단에서 별도의 개
혁기구를 설치했던 역대 정부는 으레, 규개위는 신설규제의 억제에는 효과적이
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기존규제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둥, 시간
이 많이 걸린다는 둥, 그 핑계를 무고한 규개위에 돌리곤 하였다.
예컨대 이명박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규제개혁기구의 이원화를 공식화하였다. 규개위는 신설 및 강화규
제의 심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개혁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
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이원화 시도
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학계에서는 이런 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다. 규제개혁기구로서 정통성을 갖춘 규개위의 위상과 역할을
깎아내린다거나, 개혁기구의 이원화로 업계나 단체은 물론이고, 정부기관도 업

6) 여기서 규제심사분석과정에서 신설규제와 강화규제는 약간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강화규제는 말 그대로 이미 있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므로 신설규제에 비해 덜 엄격한 심사분
석을 받는 경향이 있다. 강화규제는 새로운 규제의 추가로 기존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도 해당되긴 하
지만 이 경우는 주로 신설규제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경우를 지칭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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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중복과 혼선을 피할 길이 없다는 등이 주된 이유다. 이에 비하여 연구자
들은 이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첫째, 규제개혁은 일과성의 개혁이 아니다.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격의 개혁이다. 또한 개혁의 필요성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제기되기 마련이다. 요컨대 규제개혁에는 대청소도 필요하지만 작
은, 부분적인 청소도 병행되어야 하고, 중점적으로 청소해야 할 지점도 계속
바뀌기 마련이라서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은 한번 메쳤으면, 두 번째는 엎
어 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개혁이다. 둘째, 규개위를
두고서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기 쉽지만, 별도의 기구는 사실
상 규개위 본연의 업무와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규개위로서는 적잖이 꺼리지 않
을 수 없는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수
도권 규제 등과 같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진전
을 보기 어려운 규제의 개혁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것의 반면
현상으로서,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적 결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별도 기구들은
집권초기에는 활발하지만, 후반기에 이르면 급격히 위력이 떨어지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다. 이것은 이런 기구들이 정통성 면에서 규개위의 상대가 될 수 없
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도 이런 별도의 개혁기구가 명멸을 계속하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현 정부만 해도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고 보면, 규제
개혁 장관회의의 운영 등으로 그치고 말지 의문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규제개혁기구와 관련하여 최선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장점이 많은 규개위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기구의 신설로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규개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을뿐더러, 규제개혁의 성적표는
실질적 성과에 달려 있는 것이지, 기구의 명칭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규개위는 신설규제의 남설 방지에는 꽤 효과적이지만, 기존규제의 개
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흔하다. 이런 지적은 그러나 이론적, 경험적 증
거를 결여하고 있다. 물론 규개위가 스스로 개혁의제를 구상하고 각 부처가 이
에 적극 동조해 오도록 만들 수 있는 힘과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시의를 잘 노린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래 사
례가 보여 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속에서 규개위는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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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기존규제 중 경기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선별하여
2-3년의 기간을 정해 규제를 완화해 적용해 보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논란이 야기되지 않은 규제는 그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규개위는 약 1,000개의 검토대상 규제 중 최종적으로 약 280건
의 규제에 대하여 규제유예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7) 이 작업 과정에서 규개
위는 부처로부터 강력한 반발이나 저항을 받지 않았다.
셋째, 대통령의 지지가 확고하기만 하다면 기존규제의 개혁에 있어서도 규개
위는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은 김대중정부 초기에 막 시
동이 걸린 규개위가 기존규제의 50% 철폐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낸 기록
으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8) 이 당시 대통령이 국무총리(규개위 공동위원장)
의 주례보고 시 매번 규제개혁 성과를 묻고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에게 이 목
표 달성을 독려할 정도로 규제개혁에 열심을 보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넷
째, 이미 판명된 사실이지만, 별도 기구는 해당 정권을 넘어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2. 규제개혁실 (현 규제조정실)의 역량 및 자원의 현저한 부족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에서 정치적 지지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였거니와, 이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항이 규개위의 사무국인 규제개혁실의 역량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소리
높여 외칠 때면 규제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 보이지만, 막상
이것들을 손보려고 하면 그리 간단한 규제는 별로 없다. 아무리 사소하고 불합
리해 보이는 규제도 이면을 파고들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신의 소방장비나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폐지하고자 하여도 해당 장비나 시설의 생산자들
이 생겨나 있고 이익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해당 규제의 폐지가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규제의 이면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규제 대
안에 대한 선호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속에서 규제개혁의 대의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대안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자세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7) 이 계획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규제가 각종 고용 및 임금 관련 규제였는데, 이런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가 강해 거의 포함시키지 못했다. 실업이 가중되는 속에서도 근로자의 보호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정치선전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8) 김대중정부가 달성한 기존규제(11,125건) 50% 일괄정비 성과를 보고 OECD는 ‘기요틴 방식
(guillotine approach)’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칭찬 일변도만이 아님은 익히 짐
작되지만, 이들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말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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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현재의 규개위 중심의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해당 규제에 대하여 잘 아는 위치에 있는 관련부처 수준에서 자체심사, 즉 자
체규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규개위는 이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상위심사 기능(oversight function)을 수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각 부처 수준의 심사분석이 너무나 취약해 부득이
현재와 같이 규개위가 전면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정 당시 기대하고 의도한 바와 달리 규제개혁 지원시스템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과 문제점들이 가로놓여
있다.
첫째, 정부 각 부처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는 사건과 사고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사고와 재난, 사건과 물의가 생기면 늘 규제가 없거나 약한 것이 문제였
지,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가 스스로 규제개
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
스스로 규제관련 의사결정과정과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거나 이를 개선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다. 그 결과 법령사항으로 각 부처에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하
도록 하였으나 이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끌어들인다거
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한 장차관은 이때껏
없었다.
둘째, 부처 수준의 자체심사가 형식에 불과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규
개위와 규제개혁실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규개위의 인적 구성에서는
늘 전문성보다는 대표성 등이 먼저였고, 규제개혁실은 인력과 예산의 태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역대 최대의 규제개혁 성과를 거둔 김대중정부 시절 규개위는
다수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보좌를 받았으며, 규제개혁실은 인기부서여서 인력
이 충분했다. 예산도 풍부한 편이었다. 이에 비한다면 현재의 규제개혁실의 조
직역량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래의 <표 2>는 국무조정실 규제
조정실의 인력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13년의 경우를 보면 경제규제관리관
실과 사회규제관리관실이 총 1,204건의 규제심사 안건을 다룬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들로서는 중요규제로 분류된 규제안건에 대한 규개위 상정안 작
성도 벅찬 지경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구상해 추진
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정은 규제총괄정책관실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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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며, 규개위가 접수한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필수 업무조차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관료제
의 병통인 잦은 순환보직을 감안해 보면 인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규제개혁실
의 역량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이 고작이지만, 예산이 없다. 규제품질 관리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대안의 제시, 선진외국의 선진적인 규제개혁기법의 소개 등이 모두
한국규제학회나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변함없는 현실이다.
역대 정부에서 끄떡하면 규제개혁단의 이름으로 민관합동의 조직형태를 빌
리려 하였던 데에는 이런 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완화와 개혁을 가장 바라는 쪽이 민간이
고, 규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민간이기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이보다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자원사용의
제약조건 탈피 등이 주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수준
을 넘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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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규제조정실의 기능과 인력규모
규제총괄정책관

경제규제관리관

- 규제개혁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경제분야 기존규제 정비

사회규제관리관
- 사회분야 기존규제 정비

- 규제개혁추진계획 수립

-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기존규제 정비 총괄

-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의 중 -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의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 규제제도 개선
-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
기능 - 규제등록제도 운영

소기업영향평가 및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경쟁

평가

영향평가

-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 분야 - 규제개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 경제분야 규제건의 처리

행정사

회분야 분과위원회 운영
- 행정조사제도 운영 및 행

- 규제건의와 경제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정부담감축

- 규제개혁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규제개혁 백서 발간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 사회분야 규제건의 처리

- 규제개혁 교육 및 규제정보화
- 규제개혁 국제협력
- 신설･강화규제의 기술

인력

15명

17명

정책관(국장 1), 과장(3),

관리관(국장 1), 과장/팀장(3),

사무관(7), 주무관(2), 연구관(1),

사무관(11), 주무관(1),

실무관(1)

전문위원(1)

14명
관리관(국장 1), 과장(3),
사무관(9), 실무원(1)

규제개혁실과 같은 핵심 조직이 이처럼 인력이나 자원 양면에서 미약한 형
편에 있는 데 더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
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선진외국의 경우와 현저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영
국의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산하의 BRE(Better
Regulatory Executive), 미국의 OMB 산하 OIRA의 경우를 보면, 규모면에서
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한 부처들을 상대하기에 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규제개혁에 정통하고 경험이 축적된 약 50명의 박사급 전문분석가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규제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컨설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규제설계 노력이 경쟁적으로 기울여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
리나라는 부처의 규제안 개발, 입법예고, 부처 자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치
는 동안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고, 규개위에 규제안이 상정된 이후에
도 규제 권고안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하지 못하고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다.
물론 상위심사가 주기능인 규개위나 보좌조직인 규제개혁실이 반드시 규제
대안을 발굴하고, 규제의 개선방안을 개발해 제시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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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개위의 상위심사는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이 규제심사 지침에서 규정
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
우 규제의 철회나 재심사를 요구하면 그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하에서 규제의 개선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정부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개위의 활동이 이런 수준
에 그쳐서는 규개위에 부여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규개위에서는 상정된 규제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사 및
권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규제안을 수정해야
좀 더 질 높은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것은 무
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권고나 재심사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혁우, 2013). 또 규제의 대
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기는 하였지만, 규제대상의 다양성 고려, 예외적
허용가능성 검토, 규제적응기간의 제공, 규제효과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제제
수단의 유연화 가능성 등과 같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규제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에 일리가 없지 않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규개위가 이런
수준의 활동을 해 주기 바란다면 그것은 무리이다. 첫째, 규개위는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규개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
다. 둘째,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기본법에는 간사를 상임위원으로 삼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상임위원이 임명된 적이 없다. 아마도 누구보
다도 규제개혁실이 이를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규개위가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위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예산 사정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면에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규제개혁실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 부족은 현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도
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지라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야 할 책임이 일차적으로
부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개혁실도 부처의 비용편익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현재
KDI에 규제비용편익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KDI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국책연구기관 중 가장 위상이 높고 국민의 신뢰도도 높다는 점에서 바람
직한 접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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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입법 속 규제 양산에 대한 속수무책
규개위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맹점
으로 등장한 것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양산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건수
와 가결건수를 보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5대 국회 때 1,000건 수준이
던 의원입법안은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1만 건을 돌파하였다. 같은 기
간 정부입법안은 806건에서 1,466건으로 1.5배 늘었을 뿐이다. 이렇게 급증하
고 있는 의원입법에 담긴 규제의 양과 질을 통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
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으로 볼만 하다. 규제가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는 의원입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는지라, 규개
위는 관계부처가 해당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규개위에 상정하여
심사분석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 비로소 관여할 수 있게 되나, 이 단계에서 규
개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극도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염려스런 사항은 의원입법을 통해 생산되는 규제의 대부분이 정치
성을 강하게 띤 것들이고, 따라서 합리성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규제라는
데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
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다. 정부입법안은 법률안 준비단계에서 관계부처와
의 협의, 당정협의,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다단
계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법제실의 검토, 법률
안의 비용추계 등 비교적 단순한 검토만 받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더
구나 정부부처가 규개위의 규제심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피하기 위한 목적
으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주는 소위 “청부입법” 방식이 증가세에 있
다는 세간의 지적도 있고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더구나 현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도입할 예정
이고, 이에 따라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와 규제관리가 과거보다 까다롭고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규제를 신설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정부부처
가 의원입법 통로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의원입법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08, 2009)와
입법조사처(2010) 등이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의 사전심사분석의 예에 따라 자
9) 2013년 발의된 의원규제입법 513건에 대해 한국규제학회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진행한 모니터링평
가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규제 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 신설의 정당
성이 부족하고 부작용이나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행교
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한국규제학회는 “선행학습이 문제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
여, 부모의 교육권이나 학원 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
는가 하면, 유아교육법 개정안 역시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억지로 가격을 제한했다가는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등 또 다
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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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입법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18대 국회에서 김택기의원 등 몇몇 의원들에 의해 국회법 개정
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현 19대 국회에서 이한구 의원
이 사전심사분석 결과를 법안에 첨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진
전이 없다.
참고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입법부의 법률제정과정에서
행정부와의 협의와 조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
라에서는 입법부가 주도하는 법률제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
는 경향이 있다(김태윤 외, 2014). 물론 입법을 주도하는 의원과 행정부 관료
간의 개인 차원의 소통이나 협조는 있어 보이지만, 의원입법의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이에 대해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절차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설혹 그런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될지라도 현재로서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불량규제의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되어버린 의원입법
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규제를 지대창출(rent creation)
과 추출(rent extraction)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한심한 측면이 많지만(최병선, 2012), 다원주의적인 민주정치체제에서 이는 불
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면, 규제의 궁극적인 비용부담자
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이고, 그런 의미에서 규제는 “숨겨진 세금
(hidden tax)”이라는 사실(최병선,

2007)을 국민 모두가 깨닫는 것이 우선이

다. 다음은 조세부담 증가를 막아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듯이, 불필요하게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고, 은밀하고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무리한 규제를 마구 생산해 내지 않고, 또 서로 막아내는 일 역시 국회의원들
이 국민에게 지고 있는 중대한 책무임을 하루 빨리 깨달아 주기를 바랄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4. 규제등록제도의 양면성
규제등록제도는 효과적인 규제관리의 기본을 이루는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규제총량과 증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양한 차원과 용도로
규제를 분류해 적절한 규제정비 계획을 세우는 기초가 되며, 규제간의 체계나
연계의 파악이 가능해져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여러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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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미등록규제의 일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
한 목적과 이점을 가진 것이 규제등록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 미등록규제가 많다. 법령상 규제는 대부분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
나, 그 이하 고시, 지침, 예규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규제들의 태반이 아직
도 미등록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모순은 규제등록제도 하에서 규제로 일단 등록이 되면 그 규제는 잠
재적인 완화 및 개혁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유리할 게 없다는 편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편견이니, 그것이 바로 등록된
규제건수의 증감을 규제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기는 것이다. 등록된
규제의 숫자의 증감이 곧바로 규제개혁 및 규제관리의 성패 증거로 인식되기
에 이르러서는 갖가지 모순과 부조리가 야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이 제
도를 관장하는 규제개혁실부터가 한편으로는 부처들에게 규제의 등록을 독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규제건수의 증가를 꺼리는 모순에 빠져 있다.
부처로서는 규제건수가 늘어나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규제건수
에 매달리다보니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규제건수는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효과 면에서 큰 규제
가 있는가 하면, 작은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1개의 규제로 계산되는 바
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
합리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가 다 1건으로 취급되는 바
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설된 규제도 1건이고, 누락이 발견되어 비로소 등
록된 규제도 1건인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건수
를 갖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등록규제 건수를 무조건 축소
하고 보려는 잘못된 유인을 갖게 되니 이는 모순이다.
더 나아가 이런 모순으로 인해 미등록규제가 증가하게 되면 규제관리 총괄
부서인 규제개혁실에서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완전 등록을 제도개선과제로 삼
기도 한다. 부처가 규제등록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도 안 될 것이 문
제가 되는 셈이고, 여기에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이 제도에 근거를 두고 규제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고, 현 정부는 이 제도에 근거해 규제비용총량
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등록제도의
폐지는 현실성이 없는 주문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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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영향분석: 못 하는 게 아니고 안하는 것
RIA는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의 중추에 해당한다. 모든 관련제도와
메커니즘이 RIA의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건만 현재의
시스템이 구축된 1998년 이래 지금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별반 나아진
게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2008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보고서”는 규개위가 심사한 중요규제
328건 중 32.7%인 107건의 RIA가 가장 기본적인 평가요소인 규제의 필요성
에 대해서조차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불량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도 심히 부족하
다고 평가하였다. 2007년의 경우 중요규제에 대해 각 부처가 작성한 RIA의
90.2%가 규제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RIA 수행이나 심사의 형식
성에 대한 비판은 규제비용과 편익의 계량화의 미숙성이나 불완전성을 지적하
는 수준의 비판이 아니다. 말로만 규제도입의 찬반을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없
고 논쟁이 그칠 수 없으므로 RIA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를 놓고 논
란하고 결론을 내자는 데 RIA의 기본취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RIA가 최소
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비용과 편익의 계량화가 기본요건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계량화를 논외로 쳐도 우리나라의 RIA는 초보적인 수준에도 미
달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10)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규
제비용편익분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건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생산되는 계기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
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규제, 특히 사회규제는 재난, 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으로 대두하는 것이 보통이다. 재난, 사고, 사건의
발생원인이 기존규제의 미비나 미약에 있다고 지레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설득력을 얻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이상, 관계부처의 입장에서 규제의 강화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가 하면 실제로 재난, 사고, 사건이
발생한 후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대책이라는
것을 부랴부랴 결정해 버리고 마는 관행이 있어서 규개위가 그것이 졸속임을
알면서도 정부의 체면을 생각해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11)
10)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RIA가 모두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를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외부용역을 주어 상당한 수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부처가
규제의 신설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로 국한되고 있다.
11) 연구자의 경험으로 보면, 규개위 위원들조차 재난, 사고 이후의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
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규제의 강화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원천
적으로 반대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낼 뿐이다.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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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런 조급성에서 빚어지
는 정책결정의 우를 피하자고, 여론에 떠밀려서 규제가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RIA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적 요인도 요인이지만 우리나
라에서 RIA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자원과 역량의 절대적 부족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OMB가 RIA 1건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60만$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RIA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현재 정부예산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만 한다면 중요규제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각 부
처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나, 규개위 그리고 규제개혁실의 턱없는 분석역량의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 터인데, 이조차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들의 분석
역량을 보완해 줄 길은 사실 막연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에 각 부처의 규제영
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유인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09).
아니 어찌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RIA를 수행할 예산도 역량도
없는 판국에, 평가는 무슨 소용이라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전
체 평가대상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63.6이었다니 아리송한 일이다.
이런 한심한 상황은 현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한 규제비용총량제도 하에서
도 쉽게 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RIA의 시행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 졸속 규제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
을지는 지켜 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제도의 선구자인 영국의 사례는 시
사점이 크다. 2011-13년에 걸쳐 영국이 OIOO(One In, One Out), 즉 규제비
용총량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RIA 건수는 322건인데, IN(규제비용<편
익)이 60건, OUT(규제비용>편익)이 155건으로 전체의 66.7%에 대하여 비용편
익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107건은 소위 순제로비용(Net
Zero Cost)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규제비용과 편익의 정
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대충 규제비용과 편익이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된
것들이다.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규
제 중 NZC 규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각 시기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규
우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중론으로 떠오르곤 하는데 이는 여론의 압박을 피해가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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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총량제가 어떤 제도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그림 2> OIOO 적용대상 규제 중 NET ZERO COST 규제의 비중

자료) 이혁우(2014), 「한국식 규제비용총량제 분석모형,」 전국경제인연합회.

Ⅲ. 규제개혁 선진국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규제개혁기구의 역량 강화
규제개혁 선진국들은 규제개혁기구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행정
부처가 자체적으로 부처 소관 규제를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궁
극목표로 삼되, 이를 위해 상위심사기구가 규제개혁지침에 기초해 부처의 규제
안에 대해 강력한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통점이다(최
병선, 2008).12) 다시 말하면 부처 수준의 규제개혁기구는 부처의 역할과 사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일차적 관심을 두기 마련이므로 규제개혁지침에
내포되어 있는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원리에 합치되지 않는 방향과 내용의 규
12) OECD는 규제개혁기구가 1) 특정분야의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2) 위상 면
에서 정부부처와 최소한 수평적이며, 3) 독립적 판단을 내릴 정도로 전문성이 있고, 4) 주도권을 행사
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5) 집권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을 때 가장 효
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다(최병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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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작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래서는 규제개혁이 통일된 체계 하
에 일관된 논리에 따라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상위심사기구가 나서서 부처의
규제안이 최대한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상
위심사기구가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
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규제개혁 담당기구인 OMB 산하 OIRA의 위상과
입지는 확고하다.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의 형태로 제정된 규제개혁지침
은 모든 행정부처를 강하게 기속한다. 잘 수립되어 있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과정을 통해 투입되는 민간의 의견제시 역시 활발하고 수준이
높아 OIRA의 의견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처럼 행정부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의회의 수준에서도 규제개혁의 정신이 공
유되어 있는 편이어서 의회조사처(CRS), 의회예산처(CBO), 회계감사원(GAO)
등이 전문성이 높은 평가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2009년에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를 설치하고 부처들이 규제안 작성의 모든 단계에서
RPC와 협의를 거치고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RPC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
가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2005년부터
BRE(Better Regulation Executive)를 설치하여, 부처가 작성한 영향평가서
(impact assessment)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타당하게 계산되었는지를 확
인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장민선, 2012). 또한
규제대안의 활용, 모범사례 공유와 관련하여 지원 및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도
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6년 연방수상청 소속으로 국가규범통제위원회
를 설치해 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
고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정책개발과정에서 규제심사의 내재화
선진국이 규제개혁 선진국이기도 한 이유는 자명하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모
든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절차가
그대로 준수되는 편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종적인 정책의사결정
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난 후 부처에서 이를 합리화하는 단계를 밟는 예가
많다. 그 결과 부처 수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규개위 수준의 규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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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차 이것에 강하게 구속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책의 대부분이 규
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규제심사가 허울에 그
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도 영국의 사례는 시사점이 많다. 영국에서는 정책개발 단계에서
부터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정책문제의 규명과
더불어 문제해결책으로서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
제대안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규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이혁우, 2014).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도 여전히 RIA 심사단계에서는 여러 규제 대안의 비용
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최선의 대안에 대한 구
체적인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에 영국에서는 RPC(와 BRE)와 부처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고 따라서 최종
규제안의 타당성이 공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구체적
으로 보면 정부부처가 RIA 결과를 RPC에 통보하면, RPC는 매 정책단계별로
Red, Amber, Green의 3등급으로 평정을 한다. Red는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미약하여 반드시 보완되어야 함을 뜻한다.
Amber는 분석 내용의 일부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Green은
영향분석서가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되어 합격점을 받은 경우다.
호주는 2014년에 Cutting Red Tape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한마
디로 말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영국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홍승현, 2014). 이에 따라 이 계획의 도입 전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정
책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되던 RIA가 이 계획의 도입 이후 정책시작 단
계에서부터 수행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상위심사기구의 개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앞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의사결정은 한마디로 졸
속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졸속행정의 관행을 타파하기가 어렵다면 영
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상위규제심사기구인 규개위가 정책개발의
앞선 단계에서 정부부처와 소통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
성이 있다.

3. 신설·강화규제 개혁과 기존규제 개혁의 연계 강화
신설·강화규제의 개혁과 기존규제의 개혁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최근 규제
선진국의 추세 가운데 하나다. 영국이 2011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On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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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ut(OIOO,

2013년부터는

One-in,

Two-out)

제도나

캐나다의

One-for-One Rule 제도는 애초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박근
혜정부도 영국의 OIOO제도를 모방한 Cost-in, Cost-out 제도를 금년 7월부
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가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기여
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OIOO제도는 영국정부가 2011년 규제관리 전략을 기존의 저량
(stock) 관리 방식에서 유량(flow)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경우, 그 규제가 기업이나 특정 시민사
회 조직에 미치는 순비용(net cost)을 측정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발
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이런 규제유량 관리방
식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931백만 파운드(1조 6천억원)의 규제감
축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캐나다는 2012년 기존의 Red Tape Reduction
Action Plan 내에 One-for-One Rule 제도를 편입하면서 신설규제로 인한
규제순응비용의 증가를 기존규제로 인한 비용의 감소로 상쇄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개혁 방식은 규제지향적인 관료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수단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이혁우, 2014).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는 누차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난, 사고, 사건 이후에 재발방지책으로
서 새로운 규제가 매우 졸속으로 도입되거나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
한 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과연 어느 부처가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재발방지책 수립을 거세게 요구하
는 여론과 언론의 압박에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여론에 밀려 졸속
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보는 부처에 대하여 누가 벌점(penalty)을
주고 그로써 이 제도가 준수되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제도의 성패는 이 제도가 신뢰할만한 약속(credible

commitment)으로 부처의 규제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구속하고 제약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규제의 신
설과 기존규제의 개혁을 동시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유도하고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영국의 경우를 다시 보면 2011년
OIOO제고가 적용되기 직전에 부처가 제출한 157개의 규제안 중 119개가 기
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던 반면, 이 제도를 도입하자 규제안이 157개에서 46
개로 감소했고, 46개의 규제안 중 11개만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것으
로 밝혀졌다고 하니, 이 제도의 존재 자체가 관료들의 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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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13)

4.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과와 전환
또 하나 특기할만한 추세가 규제를 생산하는 정부부처가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통
적으로 이 입증책임은 사실상 피규제자에게 주어져 있었던 셈인데, 이를 전환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영국의 Red Tape Challenge가 바로 이런
취지를 가진 제도인데, 민간이 특정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해당 부처는 3개월 이내에 그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만약 부처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되도록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소매업, 환경 등 29개의 주
제로 규제를 분류한 후, 2-3주마다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알린
다음 민간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는데, 그 결과 3만 건
이 넘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29개 주제에 속한 5,622건의 규제 중 54%인
3,095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기업실증 특례제도 역시 이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
업이 기존의 안전규제를 대체할 다른 조치를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이것을 담
당부처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하여 규제특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이다. 기업단위로 적용되는 이 제도를 통해 도시바와 가스용기검
사업체 3사가 반도체 제조 관련 가스용기 안전검사에서 현행 법률에서는 인정
되지 않는 초음파검사를 용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제산업성이 이를
특례조치로 승인한 결과 반도체 가스용기의 검사기간이 수개월에서 하루로 단
축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김은지, 2014).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부처가
피규제기업이 제안한 대안이 문제해결책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적극
적으로 입증치 못하면 제안을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규제현실에서 이런 접근방법의 함의는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서는 행정의 민주화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서 민간이 아무리 규제에 불만
이 커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13)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존규제의 폐지 및 완화에 따
라 규제순응비용의 감소분을 저축은행 방식으로 저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장차 어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부처가 그 공간을 예비해 둘 필요를 인식하여 기
존규제의 개혁에 더 열심을 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예를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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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존민비의 사고가 뿌리 깊으며, 관에 대해 이의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제기했
다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민간이 후환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부처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낙후
된 행정문화 속에서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고방식 하에서 2011년부터 규제개혁신문고 제
도를 도입해 민간의 문제제기가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개위와 해당 부처가 협
의 하에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
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는 관계부처의 소극성도 문제가 되
지만, 그보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한 민간과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활발하지 않
은 탓도 컸다. 금년 3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민
원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런 민원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웅변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서 정
부부처의 적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와 개혁을 부정적으로 보
는 성향이 강한 일반적 여론이나 언론의 태도를 의식해서 구태여 성가신 문제
를 스스로 제기하지 않으려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점차 정부부처도 이 제도가 반드시 자신에게 불리하다
고만 보지는 않을 수 있다.

5. 규제의 유연성 제고
동일한 규제로 인한 규제순응비용은 피규제자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일찍이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순응비용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경우 규
제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14)

캐나다는

2012년

Red

Tape

Reduction Action Plan의 일환으로 Small Business Lens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의도치 않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
다. 영국 역시 2014년 특히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개혁
에 역점을 두어 640페이지에 달하는 가축수송 관련규제, 286페이지에 달하는
14) 미국의 경우 총 연방규제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순응비용이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종업원 1인당 연간
약 2,400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규제의 경우 그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rain & Hopki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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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미관 관련규제, 380장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 및 개
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특히 1인 자영업자에서부터 2인 규모의 마이
크로기업(micro-business)의 처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5)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별적 적용은 이명박정부 이후 적극적
으로 모색되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설치해 운영함
으로써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
규개위가 규제개혁지침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현 박근혜정부도 소위 ‘손톱 밑 가시’라고 해서 특히 중소기업
의 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는 규제를 가려내 우선적으로 개혁하는 데 역점을 두
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 론: 점진적, 전략적 접근의 지혜

앞에서 연구자들은 규제개혁은 일회성의 과제, 한번으로 끝장낼 수 있는 그
런 성격의 과업이 아님을 역설하였다. 둘러치고 메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성질의 개혁이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정부가
임기 내에 규제개혁을 끝장내고야 말듯이 덤벼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 등 새로운 개혁전략을 적극 활용하
여 임기 중에 기존규제를 20% 정도 줄이겠다고 공약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정부가 단기간에 기존규제의 50%를 걷어냈지만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의 요체는 기존규제의 숫자를 얼마 줄이는지에 있지 않다. 그것을
통해 정부, 민간, 시장이 시대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각자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삼자간의 역할 및 책임의 분담체계를
지속적으로 재정립해 가며, 행정기관이 꾸준한 학습을 통해 규제만능주의에 가
까운 기존의 규제의사결정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를 남발하거나 규제에 과도
하게 의존하는 나머지 규제대안의 발굴을 소홀히 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방향
으로 학습을 해 나간다면 그것으로 규제개혁의 대의는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
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런가? 여기서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남긴 쓰디쓴 교훈을 다시 잘 되새
겨 볼 필요가 있다. 안전규제의 위반과 회피가 이번 사고의 직접원인임은 두말
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supporting-business-david-cameron-announces-new-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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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
다.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노선의 독점사업체이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였던
이유를 천착할 필요가 있다. 주범은 공공요금 규제이다.16) 추측컨대 이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선박을 사오는 길에 무리하게 선실 증축부터 하고 본 일이나, 운
임규제가 강한 여객보다는 규제가 덜 강하고 운임의 네고가 쉬운 화물운송에
치중하고 과적을 일삼은 것 모두 비현실적인 요금 규제 하에서 채산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다고 판단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필자는 이 회사를 두둔할
이유는 물론이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채산이 맞지 않는데 사업자의 입장
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어떻게든 회피하려 하고, 편법이나 눈가
림으로 그럭저럭 대응해보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항력이다.
사고를 막지 못한 더 큰 책임은 규제 및 감독기관에 있다. 이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다. 안전규제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해지는 것이므로 어떻게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큰 책임이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었건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
다보니 업계의 이런저런 사정에 정통한 마당에 법 규정의 준수를 고집하면서
야박하게 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노린 사업자는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공범자의 관계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보면 규제와 처벌의 강화는 유사사고의 재발방
지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만일 연구자들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당
연한 질문은 왜 정부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에게 규제권한을 넘겨주었는
가? 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관계행정기관이 스스로 이런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의 요구에 따른 조직축소
압력이나 규제완화의 압력이 그 이면에 작용했을 수 있다.
그렇다. 우리나라 규제체제 혹은 규제행정시스템이 뒤틀리게 만들고 있는 최
대의 요인은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다. 예산
도 인력도 장비도 전문성도 모두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고가 날 때마
다 중앙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관계법령을 고쳐 관련규제와 처벌을 강
화하는 일이 고작이지만, 규제와 처벌의 강화는 규제집행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과 모순을 더욱 고착화, 심화시킬 뿐이다(OECD, 2014).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다. 아무리 공익서비스 사업이라 할
16) 참고로 이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
근해 해운산업 낙후의 중요한 원인이 비현실적인 수준의 요금규제임을 인정했는지 요금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매일경제 2014년 6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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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민간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었어
야 했다. 그리고서 공익적 의무를 다하도록 당당히 요구하고, 규제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리는 이 두 면에서 다 실패하였다.
의무를 강제하는 양 하였지만 아무 힘이 없었고, 제재를 가하려 해도 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독점업체에 놀아난 꼴이다. 동 사업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경쟁체제로 나가게 했어야 할 일을 엉거주춤 대처한 결과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허울뿐인 면허제로 진입을 제한할 일이 아니라 진입규제와 가격규
제를 풀어서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이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을 보고 새롭
고 건실한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였더라면 왜 삼면이 바다이고 섬이 3,000개나
되는 나라에서 건실한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으랴! 공익성을 빙자
해 진입을 규제하고, 그 잘난 공공요금 규제를 고집하다 보니 건실한 업체는
채산이 나오지 않아 이 사업을 외면한 것이고, 그 결과 기회주의적으로 요행수
나 바라며 문제가 생기면 뇌물로 적당히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구원파 교주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이 현재처럼 독점
업체로 군림하게 된 것이고, 사고위험을 안은 채 사업을 계속해도 막지 못한
것 아닌가?
세월호 대참사는 우리나라 규제행정시스템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 주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일각에서 여객선 운영체제를 (준)공영제로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가 보다.17) 이런 주장을 뒤집어 보면 민간
에게 공익서비스를 맡겨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
대체 이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민간에 그런 사업을 맡긴 것은 실책이었다
는 말인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시대역행적이고 관존민비적인 발상이 아
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 규제행정시스템은 전근대적이다.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다. 아직도 관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겁을 주면 민은 따르지 않고서는 못배길
거라는 비민주적인 행정사고가 뿌리 깊다. 행정책임을 제대로, 당당하게 지려
고 하고 이를 위해 국민에게 요구할 것을 솔직하게 요구하지 않은 채 국민들
로 하여금 막연하고 헛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러고서 사고가
나면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기다렸다는 듯이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을 강화하면서 할 일을 다했다는 투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통용되게 만들고
17) 정치권 일각, 그리고 학계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이라며
연안여객도 버스처럼 준공영화하여 정부가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경향신문 2014
년 5월 7일자), 정홍원 국무총리도 연안 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조선비
즈, 2014년 5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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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으로서 자원의 절대부족만큼 중요한 요인이 없다.
이상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현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중점이 어디에 두어
져야 할지는 자명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초점을 우선적으로 규제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에 맞추어야 한다. 둘째, 규제행정시스템 선진화의 선결요
건은 규제행정에 투입될 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셋째, 규제가 우리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얼마
나 효력을 발휘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규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충분한 행정력과 자원을 투입할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
게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고가 말해 주듯, 겉보기에는 정부
가 다 책임지고 있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기저
기 구멍이 숭숭 뚫린 규제행정시스템을 방치할 일이 아니라, 차라리 냉혹한 시
장경쟁의 원리에 철저히 내맡겨서 정부의 규제보다 더 무서운 시장의 자생적
인 질서가 자라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책임질
줄 아는 국가의 자세이고 책무가 아니겠는가?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및 규제관리체계는 외형상으론 심각한 문제가 별로
없다. OECD(2009)의 최근보고서도 이런 면에서는 한국의 규제개혁시스템에
첫손가락을 꼽을 만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18)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규제의 영역에서는 대
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 애당초 생겨서는 안 될, 아
니 이보다 먼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를 삼아서도 안
될 규제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회규제의 영역에서는 세월호 사
고가 말해 주었듯이, 하루속히 시정해야 할 규제집행시스템 상의 심각한 결함
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은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더욱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규제개혁의 하드웨어 개선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19) 먼저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은연중에 상

18) 이 당시 OECD 실무자회의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규제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및 관리
시스템이 최고의 평점을 받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으나, 여러 선진국이 납득할 수 없는 평가결과
라 하여 공표는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19) 한 때 연구자들은 규개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개편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최병선,
2008). 현행 규개위로서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충실한 규제심사를 위한 입법과정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법관행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개위는 역부족이고, 현재의 규
제개혁실 정도로는 충분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한편 이렇게
체제를 개편할 경우 현재 규개위가 누리고 있는 수준의 정치적 지지가 과연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달리 규개위와 별도의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가외로
두어 온 지금까지의 관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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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규제목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져 볼 필요가 크다. 우리나라에
서는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규제수단은 강력할수록 좋고, 더 높은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규제의 불합
리성을 키우고 그 결과 현장에서 준수될 수 없는 규제를 만들어내게끔 만들고,
이것이 다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규
제집행자원과 능력의 수준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을 실질적인
규제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최병선, 2013).
(2) 최근에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
서 기존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런 측면에서 맨 먼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각 부처와 시도가 운영하
도록 되어 있는 자체규제심사기구의 내실화이다. 이들은 동법이 제정 직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된 바가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규제개혁
은 규제생산자들의 의식과 행태, 이들이 갖고 있는 규제의사결정상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한마디로 말해 백년하청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
가 규제개혁의 책임을 장관에게 묻기로 하고 또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겠다
고 했는데, 이는 매우 잘한 일이다.
(3)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주도를 상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은 규제관료 스스로
가 해야 마땅한 일이고, OECD의 거의 모든 국가가 관 중심의 규제개혁기구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최병선, 2008),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은 관료에
게 맡겨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 된지 오래다. 규개위가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인 민관합동 위원회 형식을 취하
게 된 소이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시급히 인식되고 시정
되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행정민주화 수준이 지극히 후진적이라는 사실이다.
민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민이 이 과정의 주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관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의 처지다. 정부부처의
규제안을 입법예고하게 하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집단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건만, 이 장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의견을 냈다가
는 관에 미운 털이 박힐까 염려하는 탓이다. 그 결과 규개위가 아무리 민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여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행정민주화의 현주소이다.20)
20) 규개위의 위원들은 때때로 “우리가 의병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토한다. 민간의 의견을
구해도 관계행정기관의 눈밖에 날까봐 말을 아끼며, 의견을 줄지라도 익명을 요구하며, 익명으로 정
보를 주어도 관계행정기관은 자신이 그런 의견을 냈을 것을 알아챌 것을 극도로 염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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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관계행정기관이 솔선하여 민간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제 목소
리를 내고 불만을 토로하며 개선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는 일은
어느 모로 보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규제개혁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크게 확대하고, 입
법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민간이 더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입법 과정을 더 공개적으로 더 투명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4) 규제집행자원의 부족이 매우 강한 제약조건(strong constraint)으로 작
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부부
처가 반드시 명심하도록 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규제의 신설과 처벌의
강화를 앞세우기 전에 기존규제의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기존
규제조차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채 다시 규제의 신설로 쉽게 대처하려 하
는 행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고, 행정기관이 법치행
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21)
다음으로 이런 맥락에서 대체적인 규제수단(alternatives to regulation),
즉 규제대안의 발굴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주력할 필요가 크다. 이 면에서 특
히 주목해야 할 규제방식과 수단이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사법적 구제
(judicial relief)이다. 먼저 자율규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로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능력이나 전문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가 늘고 있는 추
세 속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고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는 묘책일
수 있다. 흔히 자율규제는 경제규제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
나, 사회규제 영역에 원용 못할 이유가 없다(최병선, 2009). 예컨대 산업재해
율이 매우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산업재해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당 업체의 자율에 일임하고, 만일 이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
제기관이 다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근래 관리기반규제(management-based regul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OECD, 2008). 관리기반규제란 규제집행에
서 민간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권한을 위임하고, 피규제자가 스스로 준
수할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지키게 하는 규제방식으로서 기본원리는 자율규제
와 대차가 없다. 이 제도 하에서 피규제자는 규제순응비용 면에서 자신들의 사
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이행 방법에 대해 창의적으로 연구할 필
요를 갖게 되고, 관리자들 스스로가 규제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때문에 중앙정
21) 규개위 위원들의 회고에 따르면 규개위가 기존규제에 의거한 단속 및 검사 실적을 요구할 때 정부부
처가 이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있어도 내놓지 않는 것인지, 내놓을 실적이 정말 없는
것인지 진실을 알 수 없되, 짐작컨대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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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규제자에 의해 제시된 기준이나 규제를 이행할 때보다 자발적으로 순응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사법적 구제 역시 향후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도 중 하나이다. 개별 규제사안
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흔히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효과를 낼 뿐이라고 주장
되고 있기도 하지만, 판례가 만들어 지고, 그것이 선례로 자리 잡게 되면, 사
전적 효과를 내세우는 행정규제나 결과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우리나
라에서 투서, 진정, 소송이 많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아마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민주화가 미진한 탓에 기업이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성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사법적 구제가 행정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
은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헌법재
판소의 위헌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이런 면에서
사법부가 규제개혁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
하는 것도 고려를 요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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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토론문

소병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규제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이론가이며 실제
로 다년간의 규제개혁위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규제개혁 변천의 산 증인이기
도 한 최병선 교수와 공저자 이혁우 교수의 본 논문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약사와 문제점 그리고 규제행정시스템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실로 일목요연
하게 정리한 것이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개혁
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극복할 개혁방안을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본 논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다.
본 논문은 먼저 기존의 규제개혁 시스템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미국
OMB 산하 OIRA를 모델로 삼아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시스템
이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기존규제 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식상의 문제점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별도의 개혁
기구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명멸해 온 점들; 규제개혁실( 현 규제조정실)에
배당된 자원이 부족하여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며, 관련부처 수준에서의 자체심
사가 취약하여 규개위가 전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에는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정치성이 강한 반면 합리성이 기
준 미달인 경우가 많은) 의원 입법 규제의 양산은 불량규제의 파이프라인이 되
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대책이 없다는 점; 규제등록제도는 미등록규제를 끌어
내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건수가 아니라 규제의 효과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등록된 규제건수의 증감을 규제개혁의 성패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부처들에게 규제의 등록을 독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규제건수의 증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꺼려하는 규제개혁
실의 양면성이 생겨나게 되어 스키조프레닉하게 된다는 점; 규제개혁추진 시스
템의 중추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RIA)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규제필요성에 대한 논거의 제시나 비규제대안의 검토 등을 제대로 수
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크게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어서 선진국의 규제개혁동향과 시사점을 또한 아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영국에서의 규제개혁기구의 역량 강화;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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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부터 규제 영향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 영국 그리고 영국의 방식을
채택한 호주의 불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 영국에서 도입한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 개혁의 연계 제도; 정부부처가 규제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
도록 한 영국의 Red Tape Challenge 같은 제도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는 규제개혁신문고 제도가 이에 비견됨); 피규제자의 능력과 처
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규제순응비용을 감안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유연화법
과 같이 규제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안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규제행정시스템의 선진화; 규제행정에 투입될 자원
의 확보; 행정력과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은 규제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규제개혁대상으로 삼을 것 등이 규제개혁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개혁시스템은 소프
트웨어에 중점을 두어 개혁해야 하며, 여기에는 규제목표를 실현가능한 수준으
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와 시도의 자체규제심사기구의 내실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이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민간주도로 상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선진국은 관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
민주화가 되어 피규제자가 관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
입법과정을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한된 예산으
로는 기존규제의 집행이라도 잘 하는 것이 규제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나으므로 규제대안의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피
규제자가 스스로 준수할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관리기반규제 방식의 도
입도 제안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구제를 통한 규제의 정리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그간의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점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도 규제개혁의 역사는 20년이 넘
고 그동안 여러 면에서 향상되어 왔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운 규제개혁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행정체제를 바꾼다거나 자원을
더 배분하여 충실도가 높은 규제영향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예컨대, 인성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성찰과 이에 근거한 대
책)에서 변화 혹은 개혁을 가져올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
까 싶다. 그런데 본 논문은 여전히 행정적인 어쩌면 하드웨어적인 면에만 치중
하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 아닌가 싶다. 본 논문의 결론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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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
과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자원의 절대적 부족을 지적하면서 자원의 확보를 위
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도 본 논문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너무나 자명한 불필요한 규제 특히 규제자의 권한이나 이권개입을 음성적으
로 유도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마땅하고 그간의 규제개혁 학자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런 규제개혁 노력은 치하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규제 중
에는 인간이 스스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경제적 약탈자가 되거나 사회적 파
렴치범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엄정한 기준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아래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노
파심에서 제안하며 의문을 제기해 본다.
1) 정글의 비규제와 법치국가의 규제
규제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토마스 홉즈의 Leviathan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폭력과 욕심이 난무하는 정글에서의 파리 목숨 같은 삶
대신에 법과 질서가 보장되는 정부를 받아들이고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재산권
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인간의 정치사회적 조직 형태가 발전되어 왔다. 이 중
일부는 정글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기본법이며 또 다른 일부는 규제라는 형태
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에 있어서 규제의 철
페가 혹 정글로의 복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무조건적인 규제철폐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
확인하고 규제개혁과 철폐의 기준을 신중히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지?
규제가 결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과정의 형평성을 요구하
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저자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세월호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으므로 가격규제를 풀면 해결되는 것인데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데, 채산성이 합법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 불법
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찌하여 규제의 폐해라고만 할 수 있는지? 그것
은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의 결과가 아닌지? 그렇다면 인성에 대한 성
찰과 통찰이 없이는 이런 논의가 현실성이 없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인
성은 비단 피규제자인 기업인의 이윤추구의 성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
이다. 규제자인 관리의 인성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나와야 하
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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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과 시장의 실패
시장이 형성되기 힘든 공공재와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경우는 시장의 실패
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자는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민간업체라면 수익
성을 보장해”준 후, 규제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
지만, 수익성이 없는 경우에 그런 공익사업을 맡지 않고 퇴출할 자유만 주고
수익성은 보장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이 만약 있다면, 자유시장논리에 의하여, 그 기업 나름으로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의 자유만 규
제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한 공익사업과 그에 따른 불가
피한 규제는 그런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섬 간의 페리 교통을 시장에 맡겨 가격을 자율화 시키는 것이 과연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알려졌듯이
화물운송은 이익이 되므로 승객 대신 화물만 싣고 운행하게 되거나, 페리승선
가격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섬주민들이 페리를 자주 타는 것이 부담
이 된다면, 섬주민은 섬에 매인 몸이 되거나, 아니면 섬을 떠나서 뭍에서 살게
되거나, 아니면 연육교를 놓거나 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결
론인 것인지? 만약, 이로 인해 섬주민이 떠난 후 기업이 섬을 개발하여 리조
트로 만들어 고소득자들만 왕래하는 특수층을 위한 리조트 섬이 되어버린다
면? 이것이 규제 철폐의 결과로 야기되는 일이라면 괜찮은 것인지? 고향을 잃
고 타향살이를 하는 섬주민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저자는 공영제가 관존민비적인 발상이라고 하는데, 관존민비가 아닌 형태의
공영제는 없다고 보는 것인지?
3) 피규제자의 규제 그리고 규제자의 규제(감시)
피규제자의 이윤추구와 규제자의 지대추구(작금의 관피아 논란) 성향으로 미
루어 볼 때 어쩌면 가장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규제자에 대한 규제 혹은 감시
감독의 체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규제자에 대한 규제로서 구체적인
행동제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는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
는다면, 그리고 이를 감독할 기관이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규제자
의 지대추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루어지지만,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양의
구성과는 그 강도와 파장이 다르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
서 규제자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방도가 빠져서는 규제의 효과가 미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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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약관화한 일이 아닌지? 기득권자와 부처가 어떤 규제를 왜 원하는가를 파악
하지 않고서는 규제 개혁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료
에 대한 감시체계(관료규제)를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닌지?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규제에 얽힌 기득권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분
석과 그런 관계에 대한 교통정리 체계를 확립해야 제대로 된 규제철폐나 개혁
안이 나올 것인데 이에 대한 분석이 규제영향분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떤 더 세부적인 분석틀이 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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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발표 -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최진욱(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서론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일반적으로 실제 결정과정과 집행
후 효과에 있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규
제의 생성과 유지에 관하여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은 규제정책이 정치적인 과정
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피규제집단에게 규제기관이 포획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규제정책은 시장실
패를 치유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비효율적인 결과
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경제학과 정책학 중심의 국내외 많은 연구결
과는 이 같은 시카고 학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규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수용한다면 시장에 부담을 지우는 규제정책은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1960년대 말 이후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은 탈규제(deregulation)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신
자유주의의 기조와 맞물려 강조된 규제완화 중심의 규제개혁은 개혁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규제기관의 출현과 규제정책의
신설로

인해

본래

의도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6).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규제개혁은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
에서 규제개혁은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 대 말 이후 모든 정부의 주요
국정의제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안팎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적 시각의 이면에는 증가된 규제의 수
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예컨대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개혁
을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와 “전봇대 규제 뽑기”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 기간
등록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두 정부 모두 규제개혁이 실패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혁우, 2012; 현대경제연구원, 2014). 짧게는 행정규
제기본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규제개혁이 추진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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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부에서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규제의 양
과 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피규제집단의 낮은 체감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개혁을 온전히 실행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
지만 특히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성격이 강한 규제정책
의 경우 규제개혁 과정에서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느 정부에게
나 규제개혁이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간 개별 규제개혁의 성과와 더불
어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온 이유에 대해 적지 않
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
로운 사실은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시기와 정부에 관계없이 상
당 부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규제개혁을 일차적으로 담당
하는 행정부의 학습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
을 규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해 행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하는데 있어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 가운데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행정부의 과제를 찾아
내고자 한다.

II.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
1. 규제개혁의 의미와 본질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규제정책은 정책으로 비롯되는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보다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규제는 정부효과성(OECD,
1995, 2010)과 정부의 질(La Porta et. al., 1999)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Kaufmann et. al., 2010)와 국가경쟁력
(World Economic Forum, 2012)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좋은
규제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만약 국가의
규제체제(regulatory regime)에 문제가 있다면 규제개혁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OECD, 2005, 2011).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들이 규제개혁에 관심
을 두고 있지만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규제개혁의
복잡성과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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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와 같이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게 된다(OECD, 2010). 즉 내외부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 효율성, 투자, 고
용 등의 측면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국가 경
제 성장과 경쟁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규제개혁이 사용된다. 따라서 오늘날 규제개혁은 단순한 규제정책의
변화를 넘어 국가의 경제정책 전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로 인식되
고 있다.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980년대만 하더라도 규제개혁을 불필요한
규정의 폐지나 개정 정도로 접근하였으나, 최근의 규제개혁은 규제와 관련된
제도, 절차, 관행, 문화적 속성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OECD,
2010). 이러한 점에서 OECD(1997)는 규제개혁을 규제정책의 성과를 높이거
나, 비용대비 효과를 향상하거나, 규제를 규정하는 법규와 관련 정부기관의 공
적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을 높이는 것으로 정
의한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시장실패가 발생한 영역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정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그 핵심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이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인 규제가 시장실패 해결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야기 시킨다면 규제개혁
은 규제폐지와 완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반면 시장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정부
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정책이 만들어지
는 여러 제반 요건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하
는 것이 규제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은 규제폐지와 완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좋은 규제로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좋은 규제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첫째, 규제정책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둘째, 규제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 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규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넷째, 규제비용과 시장의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한
다. 다섯째, 규제정책은 시장 유인이나 목적중심 접근을 통해 혁신을 진작해야
한다. 여섯째, 피규제집단의 관점에서 규제정책은 명확해야 하고, 간명해야 하
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일곱째, 다른 규제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
덟째, 국내외 경쟁,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원칙과 조응해야 한다(OEC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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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접근과 전략은 국가의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주체와 범위도 목적에 따라 동일
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일차적인 책임은 광의의 측면에서
행정부, 협의의 측면에서 규제기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의 책임을
광의와 협의의 범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이 내포하는 포괄적 의
미를 감안할 때 특정한 규제정책, 규제수단 혹은 규제기관의 변화를 통해 규제
개혁이 추구하는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규제기관 간의 조화와 조
정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부와 규제기관이 규제개혁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비
단 규제정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 영역과 분야의 결정주체가 행정부와
해당 정부부처이기 때문이다.22)
그간 규제개혁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는 대개 특정 규제정책이나 규제 영역 혹은 특정한 규제수단의 효과
에 치우쳐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책임
과 역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거시적 관점의 규제개혁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실증적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즉 범주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측정하기도 쉽
지 않지만, 설사 규제개혁을 측정한다 해도 그 효과를 엄밀한 인과성에 기반
하여 실증적으로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23) 이에 더하여 규제개혁의
실증적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도 제한적이다. 예컨대 종합적
규제개혁의 수준이 높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결과를 토대
로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함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개혁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규제개혁을 경험한 특정 국가의 사
례(anecdotes)에서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이 지배적이고,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이 OECD와 같이 규제개혁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국제기구와 규제
개혁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초점과 관련하여 최근 규제개혁의 방향은 “양적” 측면에서의 개
22) 행정기관이 규제개혁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최병선,
2002).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과 제3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적 부분으로 신설 혹은 강화
규제와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우고 있다.
23) 정부개혁의 범위와 대상의 선정, 측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개혁의 결과도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실증연구의 어려움은 비단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규제정책 연구에
도 해당된다. 개별 정책의 차원에서 규제개혁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비용편익(cost benefit) 분석이라
고 볼 수 있는데, 정책분석의 영역에서 비용과 편익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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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아니라 “질적” 측면의 개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유럽 국가와 OECD
는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로 표현하기도 한다(OECD, 2012). 그간
이루어진 귀납적 연구 결과 가운데 규제개혁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24)
OECD(1997)는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개혁의 공감대 형성, 종합적인 개혁 청사
진, 개혁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전략적 순차성,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들고 있
다. 2011년 OECD의 보고서는 규제개혁 리더십과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효율
적인 기능, 규제의 질에 관한 문화 확립, 정부 내 협업 등을 규제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OECD(2012)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Ÿ

규제의 질에 관해 범정부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이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가
강한 의지와 지지를 보일 것

Ÿ

규제가 공익을 위해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규제정책과 집행
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Ÿ

규제정책결정과정과 규제 목표에 대한 감시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
한 기제와 제도를 확립할 것

Ÿ

신설규제가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영향분석(RIA)을 실시할 것

Ÿ

중요한 존속 규제에 대하여 목적, 비용, 편익 등의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검토를 할 것

Ÿ

규제정책과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 그리고 규제기관에 대한 성과를 포
함한 백서를 정기적으로 출판할 것

Ÿ

규제기관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것

Ÿ

규제의 법적, 절차적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

Ÿ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평가와 관리 그리
고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규제설계와 집행 전 과정에 적
용할 것

Ÿ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보장하
고,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과의 일관성도 추구할 것

Ÿ

지방정부의 규제관리 역량과 성과를 강화할 것

Ÿ

규제수단을 만들 때 국제기준과 틀을 충분히 감안할 것

24) 규제개혁을 실행했던 여러 국가에서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하여 Christensen and Lægreid
(2006)은 집행·조정·책임성·정당성의 미비, 지나친 정치화와 권력의 개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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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간 OECD에 의해 제시된 규제개혁의 성공 요인들을 범주화한다
면 <표 1>과 같이 리더십, 전략, 역량, 과정, 모니터링과 환류, 문화와 사회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요인 이외에 국가의 상황과 여건
에 따라 추가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면 국
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감안해야 할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1>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
구분
규제개혁 리더십
규제개혁 전략 수립
규제기관 역량
규제개혁 과정
규제개혁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
규제개혁에 관한 문화와 사회적 지지

OECD

OECD

OECD

(1997)
ü
ü

(2011)
ü

ü

ü
ü
ü

(2012)
ü
ü
ü
ü
ü
ü

III.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에서의 규제개혁은 1982년 전두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는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가 처음 신설된 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민간합동경제법령정비협의회” 그리고 1990년에 “행정규제완화위원
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
되었고, 1997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1998년에 대통령
소속의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김동연, 2014; 최병선, 2002).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의 추진체계와 참여 기관(행정기관과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 규제개혁의 주요 수단(규제영향분석, 규제일
몰제, 규제심사), 규제개혁 과정(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의 관리(규제등록,
백서 발간을 통한 정보공개, 규제개선 점검 및 평가) 등 규제개혁에 관한 주요
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제도적 형식성은 잘 갖추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우리나리의 규제개혁의
성과에 관해서는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25)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가의제
25) 우리나라 규제개혁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시기는 김대중 정부인데, 등록규제의 수를 1998
년 10,372건에서 2002년 7,546건으로 27.2%를 줄여 역대 정부 가운데 규제총량을 가장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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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였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룰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규
제개혁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형성된 제도(institution-building)와는 달리 제
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규제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여러 맥락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총량의 관점에서 등록규제의 수를 관찰하는 것이다. 대
략 지난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볼 때 한국의 등록규제 수는 1998년
10,372건에서 1999년 7,294건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가 2006년 8,084건에서 2007년 5,116건으로 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저 등록
규제 수를 보였다. 이후 규제의 수는 다시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는 14,796건으로 최저 수준에 있던 2007년에 비해 2.89배 증가하였다(전국경
제인연합회, 2013a).
질적인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쉽지 않다. 우리나
라에서 규제등록이 처음 시작된 1998년부터 2005년 동안의 등록규제를 분석
한 임동순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주된 관심은 총량
의 측면이고, 질적인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 동안 개선된 6,000여 건의 규제는 대개 구비서류 감축, 절차 완화와
같은 부분적·지엽적·개별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의 전
반적 평가에서 김태윤(2003)은 강력한 대통령의 지시와 의지에 힘입어 일정
부분 규제가 정비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둘러싼
여러 제약과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여 규제개혁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김정해·이혜영(2008)은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평가에서
규제개혁의 투입과 과정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비해 산출과
결과는 부정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하여 이혁
우(2012)는 집권 초기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규
제개혁의 방향성과 잘못된 프레임, 규제개혁체계의 문제점, 규제개혁 운영과정
의 한계 등으로 전반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규제총량과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질적인 측면과 별도로 민간기관에서 조사
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살펴보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에는 110.5점으로
약간 만족의 수준에서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에는 92.2점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3b).26) 규제개혁 체감도를 기업과 국민
감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적인 개혁 성과와는 달리 규제개혁의 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26) 다만 위에서 제시된 규제개혁 체감도는 조사대상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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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피규제집단의 주관적인 평가로 볼 때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
단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고, 규제순응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개별 규제정
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최진욱 외,
2007; OECD,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3년의 체감도 결과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출범 초기 강한 규제개혁의 정책
기조가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퇴색하는 현
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고, 대개 취임
첫 해에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정책의제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출범 2
년~3년의 기간 동안 강하게 실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에 조사된 체
감도 결과는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내의 평가와 별도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의 세 영역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여 국가별 규제수준을 측정하여 종합규제지수를 생산하고 있는
Fraser Institute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 6.0에서 1995년에는 5.6
으로 점수가 하락했고, 2000년 이후에는 6점대의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27) 이 같은 평가는 다른 국제기관의 평가와도 크게 다르
지 않은데, World Bank에서 측정한 한국의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지수는 1996년 66점, 2000년 70점, 2010년 79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
고 있다.28)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은 이미 중요한 국가법정사무가 되었다는 점
에서 규제개혁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인 체감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7) Fraser Institute의 종합규제지수는 금융시장규제의 3개 세부지표, 노동시장규제의 6개 세부지표,
기업규제의 6개 세부지표 등 총 1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는 0~10의 값을 갖는다. 값이
높을수록 시장에 대한 규제의 제약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wartney
et. al.(2013) 참조.
28) World Bank의 규제의 질은 각 국가가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정책의 형성과 집행 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위 점수는 조사대상 국가 전체를 0~100 사이의 백분위(percentile)로 측
정한 값이다. 지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ufmann et. al. (2010) 참고. 자료는
http://info.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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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규제개혁에 관한 질적·양적 변화
양적 변화
정부

년도

1990
노태우 1991
1992
1993
1994
김영삼 1995
1996
1997
1998
1999
김대중 2000
2001
2002
2003
2004
노무현 2005
2006
2007
2008
2009
이명박 2010
2011
2012
박근혜 2013
평균

규제개혁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록규제 건수

규제개혁 체감도

질적 변화
Fraser Institute

World Bank

Regulation

Regulatory

Index
6.0

Quality

5.6
66
10,372
7,294
6,912
7,248
7,546
7,707
7,827
8,017
8,084
5,116
5,186
11,050
12,120
13,147
13,914
14,796
9,146

62

110.5
116.5
110.5
96.5
92.2
105.24

6.3
6.0
6.3
6.3
6.5
7.0
7.0
6.8
6.6
6.8
6.9
6.9

70

6.5

73.64

75
74
75
73
73
79
73
75
79
80
77

IV.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행정부의 한계
1.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어떤 형태의 개혁이라도 성공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정부조직

내에서

개혁은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

(bottom-up)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향식
접근이 개혁에 관한 리더의 강한 의지와 지원을 의미한다면, 상향식 접근은 개
혁의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의미한다. 포괄적 의미의 정부개
혁은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무원의 저항과 반
발로 인해 그 성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최진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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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정부개혁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관련된 이해관
계자들의 복잡성과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부개혁보다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뛰어 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김태준, 2014).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의 중요성은 특히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적 정치상
황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정부 업무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크지 않더라도 정형화되어 시행되긴 하지만, 규제개혁과 같이 사회적
논란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영역의 경우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집권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으면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
<표 3>은 1990년 이후 연도별, 정부별 규제와 관련된 언론보도 건수를 집
계한 자료이다.29) 이 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권별로 볼 때 규제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정권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많아지
고 있는데, 특히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이전 정부에 비해 규제가 강조되고 있다. 둘째,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전체
검색기간 동안 규제의 언론보도 횟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규제완화, 규제개
혁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보다 규제라는 검색어의 빈도가 가
장 많은 것은 개념의 범위로 볼 때 자연스럽지만, 규제개혁보다 규제완화의 빈
도가 많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의 맥락에서 논의된 측면
이 크다고 보여 진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개혁보다는 규제완화가 언론
보도의 빈도에서 두 배 이상 많다는 점을 두고 볼 때 이명박 정부의 규제의
화두는 규제완화로 이해된다. 셋째, 정권의 연도별로 볼 때 노태우 정부를 제
외하고는 규제/규제개혁/규제완화 모두 집권 첫해 가장 언론보도가 많이 이루
어지다가 집권 2년 혹은 3년차부터 그 빈도가 대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그 감소의 폭은 이명박 정부 때 더욱 두드러지는데, 취임 초부터 강
조한 규제/규제개혁/규제완화가 결국 오래지 않아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해졌
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을 요약한다면 그간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없었다고 보
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개혁을 집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
을 보인 대통령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강조한 바와 같
29) 자료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검색시스템 KINDS를 활용하였고, 검색은 전국종
합일간지를 포함하여 시사잡지, TV 뉴스 등 전체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검색방법은 각 검색기
간별(대통령 재임 연도별)로 “대통령 이름+규제/규제개혁/규제완화” 세 가지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였
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KINDS가 대부분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시점이 1990년 1월 이후 부터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1990년
이전에 구축된 자료는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에 한정되어 있어 비교 시점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기간을 1990년 이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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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가
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연도별·정부별 규제, 규제개혁, 규제완화 언론보도 추세 (단위: 건)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기간
1990.1.1.-1990.2.24
1990.2.25.-1991.2.24
1991.2.25.-1992.2.24
1992.2.25.-1993.2.24
합계
1993.2.25.-1994.2.24
1994.2.25.-1995.2.24
1995.2.25.-1996.2.24
1996.2.25.-1997.2.24
1997.2.25.-1998.2.24
합계
1998.2.25.-1999.2.24
1999.2.25.-2000.2.24
2000.2.25.-2001.2.24
2001.2.25.-2002.2.24
2002.2.25.-2003.2.24
합계
2003.2.25.-2004.2.24
2004.2.25.-2005.2.24
2005.2.25.-2006.2.24
2006.2.25.-2007.2.24
2007.2.25.-2008.2.24
합계
2008.2.25.-2009.2.24
2009.2.25.-2010.2.24
2010.2.25.-2011.2.24
2011.2.25.-2012.2.24
2012.2.25.-2013.2.24
합계
2013.2.25.-2014.2.24
2014.2.25.-2014.6.16
합계
총계

규제
48
295
254
346
943
1,143
558
679
900
785
4,065
1,490
765
677
759
586
4,277
2,419
2,008
1,501
1,498
2,076
9,502
15,323
4,930
4,527
3,003
2,499
30,282
8,855
3,999
12,854
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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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8
68
31
107
214
668
279
304
429
486
2,166
840
423
319
335
327
2,244
950
945
437
368
712
3,412
3,989
1,009
1,070
653
628
7,349
1,841
2,608
4,449
19,834

규제완화
13
134
60
138
345
723
307
384
460
341
2,215
429
180
198
354
215
1,376
961
849
534
609
866
3,819
9,898
2,301
1,889
1,191
956
16,235
3,797
1,679
5,476
29,466

2.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는 효과적인 기구와 제도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현행 규제개혁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법적인 권
한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여러 이유 가운데 조직의 구성도
큰 이유를 차지한다. 특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행과 같은 구조
와 위상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는 위원회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최병
선, 2002).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의 관심 부족, 민관합동 자문위원회 성격의 구조, 비상시적인 운
영 방식, 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역량의 부족 등이 지속적으
로 지적되어 왔다(최병선, 2002).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약과 한계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간 여러 연구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명확하다.30) 이 가운
데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적 책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신설 혹은 강화되
는 규제와 필요한 경우 기존의 규제를 심사하는 기능이다.31) 규제 심사를 올
바르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규제영향분
석이 있어야 한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의 일차적 책임을 중앙
행정기관에게 지우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된 규제영
향분석서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당면한 문제
점은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낮다
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West, 2005). 특히 규제개혁과 같이 정치적 이해에 민감한 업무의 경우 자칫
대통령의 정책 선호에 의해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업무과정과 전문성, 역량의 제도화가 조직으로 하여
금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무조정실 내
의 규제조정실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김태윤, 2003; 이혁우, 2012). 규제
30) 대표적인 연구로 김종석 외(1999) 참조.
3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4조(기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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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은 규제총괄정책관, 경제규제관리관, 사회규제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각 34명, 17명, 14명 등 총 65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분야별 규
제를 온전히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32) 미국
OIRA의 경우 시기에 따라 현원의 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2014년을 기준으로 경제학, 정책분석, 통계학 등을 전공한
약 50여 명의 전문가가 규제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3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역량은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여지
가 있다.
3. 행정규제기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총괄을 한다면 실제
개별 규제정책에 대한 변화는 해당 규제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에 책임이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에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중요한 개
혁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다. 규제비용총량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nalysis)가 선
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상에는 이러한 규정이 담겨 있다. 그
러나 규제분야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규제영향평가를 온전하게 실시하는 곳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의 분석역량이 미흡한 점은 실제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접해 보
면 확연하게 이해된다. 부처나 규제정책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는 문서의 양으로 볼 때 10여 페이지 안팎으로 작성되어 있고, 규제영향분석
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비용-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었다고 해도 이를 재검증할만한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반면 규제영향평가가 정착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에 의해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작게는 수십 페이지에서 많게는 수백페이지에 달하고 있으
며, 실제 분석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한 많은 정보와 규제의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이 매우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규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34)

32) 규제조정실 인력은 http://www.pmo.go.kr 참조.
33) http://www.whitehouse.gov/omb/oira_qsandas.
34) 예를 들어 미국 환경처(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2012년에 제출한 “대기 중 미
세입자 관련 대기 질 기준 규제(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서는
총
474페이지에
달하고
있다.
http://www.epa.gov/ttnecas1/regdata/RIAs/finalria.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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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만, 특히 규제정책의 경우 영향력의 폭과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좋은 규제정책이 만들어져 유지될 경우 시
장과 국민에 전체에 긍정적인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규제정책이
잘못된 경우 국가 경제와 기업, 국민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거시적
으로 투자와 고용 그리고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
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경쟁력을 도모하거나 국민 개개인의 편의
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규제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규
제정책이 국가 전체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를 만들고 집행하는 규제체계(regulatory regime)가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3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진화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 이는 등록규제의 총량이 증가하는 상황과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
와 체감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일정 부
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
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부가 안고 있
는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
량 부족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행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규제추
진체계계의 정비(김정해·이혜영, 2008; 이혁우, 2012), 소극적인 공무원의 업무
처리 관행과 문화(김동연, 2014), 중앙의 규제정책결정과 지자체의 규제집행
간의 불일치, 공무원들이 규제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의 부족(김태윤,
2003),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김정해·이혜영, 2008) 등 손꼽
을 수 있는 점들이 많다. 이러한 한계는 비단 최근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규제개혁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
성이 더해진다. 만약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규제개혁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사실을 공감한다면, 이제 잘못된 규제개혁 체계를 개혁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의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
의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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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규제개혁은 일부 행정기관이나 몇 개의 규제정책, 영역에 한정되어
성공할 수 없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김태윤, 2003). 한국의 정치권력의 맥락에서 볼 때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와 관심은 재임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
던 규제개혁이 큰 소득 없이 끝났던 과거의 경험은 지속적인 대통령의 리더십
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다른 정책도 그러하지만 특히 규제정책은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생
성되고 유지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규제정책의 변화는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
닌 국가 차원의 이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제시
되어야 하며, 이것의 기초는 완성된 형태의 규제영향분석서라고 볼 수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영향분석서는 비단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좋은 규제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위에서 강조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배분도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행정
기관에 무수히 많은 주문과 기대를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정부기관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부처 중 가장 많은 1,253개의 규제를 등록한 국토교통
부를 보면 부처에서 규제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총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35) 다른 부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4명의 인원이 1,200여 개의
복잡한 규제를 잘 조정하고 관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더불어 순환보
직으로 인해 규제개혁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개혁
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편의가 크다면 부처 수준에서 규제개혁에 몰입할
수 있는 자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넷째, 정보의 공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는 그 자체가 행정
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가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올 초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설하
여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
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등록규제가 탑재되어 있고, 이 규제관련 정보를 다
양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포털이 개설된 지 오래
지 않아 아직은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활용 정도도 높아 보이지 않는
35) http://www.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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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정보는 어떤 규제가 어떤 내용으로 존치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보
다 핵심적인 부분은 해당 규제가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등록규제와 더불어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와 같은 규제존치의 당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규제존치, 신설, 강화에 대한 외부의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기관의 책임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 최근 EU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규제의 이익은 사회 전체, 즉 공익이 기준이
되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정책결정과 집행 모든 단계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규
제기관은

보다

책임감을

느끼며

개혁을

Governme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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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다(The

D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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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토론문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

I. 본 논문의 내용과 특징
이 논문은 정부 3부 중 행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
으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행정부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길게는 지난
1982년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30여년간, 짧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1998년 이래로 10여년간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형식
성은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나, 이의 제도화가 미비한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규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
서 규제등록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등록규제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7년 5,116건으로 최저 수준에 있던 규제수가 2013년 14,796건으로 2.89배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질적인 측면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규제개혁 체감도와 Fraser
Institute의 Regulation Index 및 World Bank의 Regulatory Quality를 기초
로 판단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행정부의 한계점으로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규제개
혁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행정규제기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지적하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과제를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의 제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정보의 공개, 국
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의 추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II. 연구결과의 의의 및 한계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양적인 측면과 질
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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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측면은 그 동안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로 자주 사용
되어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지수를 근거로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 성공요
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규제등록건수의 양적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규제전수조사에서
10,372건으로 파악된 규제가 김대중정부의 규제철폐 노력으로 인해 임기 말
7,546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등록건수의 최저치는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5,116건이었다. 이는 규제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등록기준의 변경으로 인
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186건이던 규제수가 이듬해 2009년
11,050건으로 증가한 것은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제시한 누락규제를 검토하여
합산한 결과이다.
현행 규제등록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규제수와 관련
해서는 등록단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단위 기관의 경우 고시를
단위로 등록하고 있어, 실제 규제수에 비해 등록된 수는 매우 적은 결과를 가
져오고 있다.
따라서 규제등록수를 근거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
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규제수가 우리나라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개혁 평가는 그 의의가 크지 않다고 하
겠다.
이 논문은 최근 국제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은 “양적”측면의 개혁이 아닌 “질
적”측면의 개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비교에 의한 질적인
측면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World Bank나 Fraser Institute의 자료를 인
용하여 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
다. 소수의 지표로 국가 전체의 규제개혁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깝다고 할 수 있고, 발표기관에 따라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는 같은 기관에서 나온 자료도 초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World Bank의 Regulatory Quality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규제품
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World Bank의 기업환경규제지수(Doing Business
Index)에 의하면, 조사대상 189개국 중 2013년 6위, 2014년 7위로 상당히 우
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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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사항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형식은 잘 갖추고 있으
나, 제도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OECD의 규제관리체계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불량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방안은
사실 새로운 방식은 아니며, 이미 지난 정부들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시도
했던 방식들이다. 다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부들의 시도가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개혁방안
은 의욕적이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규제개혁방안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집행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를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국무조정실의 역량을 강화함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사·
연구·분석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개혁방안이 의도하고 있는 성과가 규제현장에서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많은 개혁방안이
기자회견과 함께 팡파르를 울리며 시작했지만, 미미한 성과와 함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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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주제 3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발표 -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서론
국회에 대하여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 활동의 수준과 내용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의 의구심이 곳
곳에서 표명되고 있다.36) 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 활동 중 특히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학의 차원에서 의원입법의 원칙을 정리하고 또 의원입법의 세부적인
과정을 제 Ⅱ장에서 파악하였다. 연후에 III장에서는 문헌에 따라 국회의 입법
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일람하고,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해
결 방안을 대응시켜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이 상당
히 큼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
제영향분석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
제 모니터링 사례를 제시하였다.

Ⅱ. 의원입법의 원칙과 과정
제1절 의원입법의 원칙
입법의 원칙이란 입법을 정의에 맞게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며 법으로서 정
당화할 수 있는 입법의 기준 내지 원칙을 의미한다(홍완식,2006:79). 이러한
36) 민경국(2014)은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행태를 비판하면서 “입법만능주의는 법답지도 않은, 권위도 존
엄성도 없는 법을 마구 찍어냈다 이는 정부의 비대화와 법과 규제를 집행하는 관료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법의 존엄성과 권위가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킬 의욕도 없다. 규제를 회피하거나 위반할 인
센티브가 적용한다. 이런 과정에서 관료 정치가 이익단체 사업가 등이 탈법과 불법 부정부패를 서로
눈감아 주는 공생하는 관피아 법피아 전관예우 등과 같은 정실주의가 생겨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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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지 기준은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에 내재하는 것’으로써, 입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 내재하는 법을 찾아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최대
권,1984:72). 모든 실정법에는 그 규범이 올바른 내용을 지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추구가 있으며 “법규범의 정당성에의 추구”라는 목표는 법의 성립과 함
께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37)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38)고 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서의 원칙
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러 결정들을 통하여 이러한 입법의 원칙을 법
률의 합헌성심사에의 척도로 적용하고 있다. 홍완식(2006:82)은 입법의 원칙을
체계 및 형식면에서의 입법원칙과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으로 구분하였고, 이
를 다시 세부적 원칙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입법의 원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입법의 원칙
구분

세부원칙
1) 사안적합성의 원칙

체계 및 형식 면에서의
입법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체계정당성의 원칙
4)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1) 기본권존중의 원칙
2)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의 존중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

3) 평등의 원칙
4) 과잉금지의 원칙
5) 과소금지의 원칙
6) 신뢰보호의 원칙
7) 명확성의 원칙

자료: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p.82

1. 체계 및 형식 면에서의 입법원칙
1) 사안적합성
37) Stammler, Rudolf,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 S.56, 1926. 홍완식, 「입법의 원칙
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80 재인용.
38) 헌재 2003.12.18. 2001헌바91.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8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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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원칙으로서의 사안적합성(Sach-gemäßheit)의 원칙이란 법규범은 규
율하고자 하는 사회현상, 사실관계 등 규율사안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사안에
적합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현실을 규율하는 법규범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규율대상인 사회의 현실과 입법사안을 정확히 반영
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란 과거에는 소규모의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었던 과제들이
이제는 더 커다란 공동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이 스스로의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에게서
박탈하여 공동체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성방,
1999:130)39). 황치연(1995:182)40)은 “보충성의 원리는 사회적 기능단위에 있
어서의 객관적인 활동영역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상위
단위의 시각에서 하위단위와 전체단위와의 관계를 정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충성의 원리는 상위단위가 하위단위를 보충적으로만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
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3) 체계정당성의 원칙
체계정당성(Systemge- mäßheit)이란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
로써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
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허영,2002:860).41)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령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규
정된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법령 상
호간의 모순과 저촉을 배제하여야 하며 법령체계 가운데 조화와 균형의 관계
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이 기존법
령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다(박영
39) 홍성방, 헌법 I, 1999, 130면; Isensee, Josef, Subsidiaritätsprinzip und Verfassungsrecht,
-Eine Studie über das Regulativ des Verhältnisses von Staat und Gesellschaft-, 1968,
S.28.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84 재인용.
40) 황치연, “보충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 「고시연구」 제261호, 고시연구사, 1995, 182면.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84 재인용.
4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860면.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8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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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002:301).42)
4)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중요한 법률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
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회는 중요한 법률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사항 등은 행정입법인 명령과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현
대행정국가에서 특히 위임입법의 원칙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법기관인 국
회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위임입법이 올바른 범위 내에서의 위임입법인가 아니면 포괄적 위임입
법인가이며 이를 경계 짓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이다.
2. 내용면에서의 입법원칙
1) 기본권의 존중
법률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며, 불가
피하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시함을 통
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헌법을 ‘통치의 기술’로 인식하지 않고 ‘자유의 기술’로 인식하는 한, 입법은
자유와 권리를 최대화하는 기술이며 다만 사람들 간의 자유와 권리가 충돌을
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
률을 만들 때에 입법되는 법률이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
며 특히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에 적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
한다. 이러한 법률의 기본권 적합성원칙은 법률제정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변화된 사회현실 속에서도 기본
권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의무를 부담
한다(최윤철,2004:468).43)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
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
42) 박영도, 「입법학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p.301.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
제처, 2006. p.86 재인용.
43)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468면.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9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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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권을 구현하는 입법이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든 기본권이 실질적, 효
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원칙이다.
2)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의 존중
입법자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도록 입법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헌법이란
명문의 헌법규정 뿐만이 아니라 불문의 헌법원칙까지도 의미한다(Badura,
1992).44) 입법은 헌법에 합치되도록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의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과 한계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실체적으로 공화국형태, 민주적
기본질서, 권력분립과 같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원리, 기본질서, 기본제도
등에 반하는 입법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절차적으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에 반하는 입법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최대권,1989:347).45) 입법과
정에서의 유의사항에서도 헌법의 기본원리는 법률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입법
기준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유병훈 외,2005:148).46)
대의기관인 의회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대행하여야 한다는 대
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에도, 입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
정한 국가조직과 국가운영 등의 기본적인 틀인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와
원칙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내용
을 규율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에 위반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없으며, 우리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 등이 존중되어야 한다.
3)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임과 동시에 국
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써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선
평등원칙에 있어서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44) Badura, Peter, “Die Verfassung im Ganzen der Rechtsordnung” in :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I., Rdnr. 31, 1992.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91
재인용.
45) 최대권, 「헌법학」, 박영사, 1989. 347면.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91
재인용.
46) 유병훈·손대수, 「법령입안심사의 기본원칙」, 법제처, 2005. 148면.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
구」, 법제처, 2006. p.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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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
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입법하려는 사안의 생활실상(Lebenssachverhalt)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광범한 형성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지닌다. 그러나 어떠
한 사안이나 집단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에 근거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47) 이러한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여기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4)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권의 한계를 포함하여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며,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입법권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도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
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
촉이 되면 위헌인 입법이 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
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
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
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
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
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
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Stern,1994).48)
47) BVerfGE 71, 39(52f.); 75, 108(157); 76, 256(329f.).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95 재인용.
48)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III/2, 1994, S.813. 홍완
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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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소금지의 원칙
과소금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기본권보
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
법상 낙태죄의 유무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형성함에

있어서,

태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Mindestanforderungen)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
법재판소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국가가 입
법 등을 통하여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
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기
준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입법자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과소금지원칙을 충족시키는 입법을 한 경우라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기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입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의 한계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는 입
법을 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여기서 과소금지원칙은 기본권보호의무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6)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이 법률이나 제도 또는 행정기관이 행한 결
정의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하여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보호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
가의 원리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권영성,2005:797).49)
신뢰보호(Vertrauensschutz)의 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소급입
법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보호의 문제는 기존의 입법을 새로운 입
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즉, 어떠한 사
항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지속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은
자신의 행위 및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했던 일정한 법상태의 존속에 대한 신뢰
가 보호되기를 요구하는 반면, 입법자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시로 변화
하는 사회상황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법질서의 유동성에 의존하지 않을
4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797면.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1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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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
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근거하여 입법자에게 어느 정
도로 일정 법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국가의 법률개정이
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자신의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입법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는 기존의 질서나 제도,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보호받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것은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받던 일정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입법권의 행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서는 아니 된다.
7) 명확성의 원칙
모든 법규범은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과 법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
되거나 집행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명백성(Bestimmtheit)과 명확성
(Klarheit)을 지녀야 한다(Schneider,1992).50)
명확성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그 요건과 내용에 있
어서 수범자가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
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주어야 차별
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
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
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
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의 필요성에 대
하여 강조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수범자에게는 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미
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법 집행자에게
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의 해석과 집행을 방
지하는 기능을 한다(정종섭,2006).51)

50) Schneider, Hans, Gesetzgebung, 3. Aufl., 2002, S.46.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
제처, 2006. p.101 재인용.
5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124면.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p.1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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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원입법의 과정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으며(헌법 제40조), 국회의원과 정부
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정준호(2005:73)는 의원입법을 광
의의 의원입법과 협의의 의원입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광의의 의원입법은 국회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뿐만 아니라 의원발의법률안이나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보완하여 의원발의법률안과 정부제출법률안
을 폐기하고 대신 위원회가 위원장의 명의로 제안하는 위원회대안과 국회에서
정부제출법률안이 수정이 된 수정안까지도 포함을 한다. 협의의 의원입법은 국
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안
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51조). 이에 따라 의원입
법의 범위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과 위원회가 발의한 법률안이
모두 포함이 된다.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준호(2005:74)는 우리나라에서 의원입법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입법준비와 법률안의 기초
1)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입법의 동기는 특정분야에 대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관심사항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선거공약, 일반국민이나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경
우도 있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전문가의 조언 등이 동기가 되어 입법을 추진
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기초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법률안을 기초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 분야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한
법률안을 기초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법률안을 기초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특정분야에 한해서 가능하다.
둘째,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또는 개인적인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법률안을 기초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비서관 등 다양한 개인적인 보
좌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6인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가 별정직
공무원(4급 상당 2인, 5급 상당 1인, 6급 상당 1인, 7급 상당 1인)으로 임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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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별정직공
무원으로 임명되는 6인의 보좌 인력은 특별히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임명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보좌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선적인 업무도 정치활동에 치중되어 있어 입
법 활동의 지원은 중시되지 않고 있으며, 보좌 인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고 하더라도 일부 특정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법 활
동 전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정당의 정책부서, 전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 정당에서는 정당지도부나 정책기구의 결정에 따라 법률안을 기초하
여 소속 의원으로 하여금 발의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 이익단체나 기타 사회단체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법률
안을 기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보다는 외
부세력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외부의 도움을 받아 법률안을
기초하는 경우에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
성이 높다.
넷째, 정부의 소관부처가 기초한 법률안을 의원명의로 발의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가 시간이 촉박하거나 부처 간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여 관련이 있는 의
원에게 발의를 부탁하는 경우이다. 특히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
률안의 경우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의 충돌이나 정책의 불이행·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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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과정
(의원 개인)

(정당차원)

(정부 등의 제출 의뢰)

국민의 여론․민원,
의원의 필요성 인식

정당의 법률안 기초

헌법기관․행정부처․ 관련 단체
등에서 법률안기초

의원의 법률안 기초

정당의 정책기구심의
(여당의 경우, 당정협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제출

법제실의 입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요청 시 예산정책처 작성)

의원 10인(발의자 포함)
이상 찬성

국회의장에게 제줄
(의사국 의안과)
자료: 「국회의안편람 Ⅰ」, 국회사무처 의사국.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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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정부 소관부처가 기초한 의원명의 법률안 사례
법률안

입법배경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관한
특별법안
(’04.09.14)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소유자들의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
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불법어선 매입･정리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의원입법을 통한 특별법으로 추진함
- 관련단체가 해수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에 항의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청

대기환경보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04.11.01)

◦환경부는 정부입법을 추진할 때 산자부･건교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이해집단의 반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
입법을 활용함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04.12.9)

◦공정위는 ’04년 2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03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무산됨
◦’04.6.23, 공정위는 재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 열린우리당 당
론으로 제출한 의입법안(계좌추적권 포함)과 통합, 대안으로 통과시킴

산업기술의유출
방지및보호지원에
관한법률안
(’06.09.29)

◦당초 산자부와 국정원 등의 주도로 동건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었지만,
관련업계인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인해 보류되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
게 됨(오마이뉴스, ’04.11.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09.04.01)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무’
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법 개
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함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소매업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승격시키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11.06.10)
자료: 이가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 12p

마지막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이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의 도움을 받아 법
률안을 입안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
실에 법률안의 입안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의
원연구단체의 대표, 국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위원장과 전문위원 등
이다.
의원이 입안하려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요강이나 법률안초안을 법률안입안의
뢰서와 함께 법제실에 제출하면 법제실에서는 기초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의 문
제점과 동기를 파악하며 국내외의 입법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법률안
의 요강과 분석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분석서의 내용에 맞추어 법률안을 성안
하고 이에 따라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이 작성된 후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성안된 법률안을 요청 의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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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2008:33)은 국회의원이 법제실에 법안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대략
다음의 절차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① 소관 상임위원회별 기초팀 구성
법제실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의뢰가 있으면 의뢰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전담 조사관들로 기초팀을 구성한 후 의뢰자
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게 된다. 법률안 입안․검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안을 의뢰하는 의원이 의도하는 입법의 목적 및 내용을 정확하
게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②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협의
의뢰된 법률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점
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담당 입법조사관 등은 법
률안의 입안을 의뢰한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 등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입법례 수집 및 전문가회의의 개최
의뢰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담당 조사관들은 보다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입법례를 수집하여 참고하기도 하고,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나 학계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적의 법률
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다.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경우 국
회소속으로 교섭단체 정책연구 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있어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고,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④ 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과 관련 있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갖거나 현지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정밀히 분석하여 법률
안 작성에 반영한다.
⑤ 의뢰의원의 결정조치
의뢰된 법률안이 중요한 법률안이거나 의뢰한 의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쟁점사항 또는 문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 법안작성을 의뢰한
국회의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한다.
⑥ 대비표 및 분석서 작성
법률안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조문별로 이를 정리하여 대비표
를 만들고 검토의 착안점과 수정이유 등을 아울러 기재한 분석서를 작성한다.
법률안에 수록하여야 할 조문전체에 대하여 요강과 법률안분석서를 작성한다.
법률안의 장․절․조문만을 순서별로 별지에 배치하여 법률안의 요강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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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조문은 조문별로 별지로 분석한다.
⑦ 법률안 성안 및 초안 완성
분석서의 내용에 맞추어 법률안을 성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며
제안이유․주요내용 등을 수정․보완하여 법률안 초안을 완성한다. 법문작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률안의 형식․
내용상의 제 기준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⑧ 법제실 전체회의 개최
초안이 완성되면 법제실의 법제과 담당 조사관들과 법제실장, 법제심의관
및 법제처 파견국장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한다. 다만, 한두 개 정도의 부분개정 법률안의 경우 등 비교적 문제가 없고
간단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전체회의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에
는 초안을 관계기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준 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한다.
⑨ 법률안 및 법률안분석서 제공
법제실에서는 최종적으로 성안된 법률안을 내부결재를 거쳐 법률안분석서
와 함께 법안을 의뢰한 국회의원에게 제공한다.

<그림 2-2> 국회 법제실에서의 법률안 입안과정

신청 단계

입안 단계

회신단계

입안자료수집
국회의원

및 초안작성

법률안
입안의뢰
외부 전문가 자문
의원에게
법률안 제공
입법지원센터·

법제관 합동검토

담당법제관
입안의뢰 접수

과장·심의관·실장

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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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제안 법률안
황해봉(2008:141)은 위원회제안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회법 제51조). 상임위원회
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
여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
회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사항에 대한 법률안
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 제출대안｣으
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
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며52), ｢위원회제출대안｣은 원안의 취
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다
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만한 안으로 제출53)하는 것이다. 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대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
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
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88조 본문)54). 그러나 그
52) 황해봉(2008:142)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위원회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법
개정이 늦어지는 시급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속한 법개정을 위하여 운영되기도 하는 바,
그 사례를 보면 1999. 12. 23.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동조항의 적용을 동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중지하는 결정을 함)을 하자 정상적으로 입법예고, 부처협
의 등 모든 절차를 거치면 2000. 1. 1.부터는 토지 외의 물건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 시급성 때문에 국회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을 마련 통과시킨 사례이다.
53) 황해봉(2008:142)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대안에 대한 사례로는 부패방지법안을 한
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하였으나 특별검사제도입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안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2001. 6. 28. 통
과된 바 있다.
54) 헌재 2003.10.30. 2002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 쟁의)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포함한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
의제기관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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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법 제88조 단서). 본회의 심의도중에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94조).
<그림 2-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

◦관련 안건(법률안․예산안) 심사 중 그 소관
에 속하는 사항
◦헌법기관 등에서 법률안 제정․개정 의견
을 제출하여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한 경우

◦정치관계법 등 특정한 사항을 입
안․심사하게 될 목적으로 특별위
원회를 구성한 경우

(필요 시 청문회․공청회 개최)
※ 국회법 제64조, 제65조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기초

특별위원회의 법률안 기초

(소위원회․전문위원 활용)

(소위원회․전문위원 활용)

위원회제안

※ 비용추계서

(위원장 명의)

첨부

의장에게 제출
(의사국 의안과)
자료: 「국회의안편람 Ⅰ」, 국회사무처 의사국, p47

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심의는 본회의 중심
주의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내용을 본회
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이른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황해봉, “우
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령입안심사기준 해설」, 법제처, 2008. p.14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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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안의 제출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찬성하는 의원 10인(발의자 포함)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
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심사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
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
론, 표결의 순서로 법률안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나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안
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법률
안에 대한 각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완료되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어 체계·형식과 자구의 대한 심사를 받는다.
김영태(2010:142)는 공청회 제도와 청문회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공청회 제도
공청회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청문회 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청문회나
공청회 모두 의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참여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예컨대 우리 국회법은 “중
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김영태(2010)는 독일은 “심의 중에 있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
하여 위원회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기타 공술인의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규
정하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일본 역시 “위원회는 일반적 관심 및 목적을 가진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고,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학식, 경
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산안이나 중
요 세입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청문회 제도
청문회 제도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를 포함하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 훨씬 포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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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참고인 등의 증언과 진술 청취가 회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회의 일부로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국한하여 진술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구분된다. 또한 청문회는 증인이
나 감정인의 출성을 강제할 수 있으며, 위증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는 공청회와 차별성을 갖는다.

<표 2-3> 청문회와 공청회의 차이
구 분

청문회

공청회

개최요건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
는 안건의 심사를 포함하여 국정감
사 또는 국정조사 등 포괄적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
하는 안건의 심사 등에 제한

출석대상

증인·감정인·참고인

진술인(안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 또는 경험·전문지식이 있는 자)

강 제 성
개최주체

증인·감정인의 원칙적 추석 선거 및
증언 강제, 위증 고발
소위원회 청문회 개최 관련 명문 규
정 없음(국정감사, 국정조사 제외)

출석, 선서 등의 강제 없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자료: 김영태, 「국회 전원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한 숙의 문화의 활성화」, p.145

법률안 심사에서 전문지식 및 대외적 의견 수렴의 통로가 되는 공청회 제도
는 제헌국회에서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나 활발히 활용된 것은 제11대 국회
(1981-1985) 이후이고, 특히 제16대 국회(2000-2004)에서부터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이우영,2011). 청문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제도로서 제13대 국회(1988-1992)의 국회법
개정(1988.6.15.)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이후 제정법률
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대상이 된다(국회
법 제58조 제6항 본문).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
58조제6항 단서).
제18대 국회에 대한 청문회(인사청문회 제외)와 공청회의 개최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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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청문회(인사청문회 제외) 개최현황
위

원

회

개최회수

정
무
교
육
과
학
기
술
지
식
경
제
환
경
노
동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
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 발언
진상 조사소위원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의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

비고

2
1
2
2
1

1
9

자료: 제18대 국회경과보고서(2008. 5.30~2012. 5.29), 국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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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위원회별 공청회 개최현황
구분
법률안
주요정책
안건수 회 수 안건수 회 수

위원회

계
안건수

회 수

국

회

운

영

법

제

사

법

10

10

4

4

14

14

무

12

12

5

5

17

17

정

5

5

9

9

14

14

외 교 통 상 통 일

11

11

6

6

17

17

국

방

5

5

1

1

6

6

전

11

11

6

6

17

17

교 육 과 학 기 술

25

13

2

1

27

1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1

11

1

1

12

12

농 림 수 산 식 품

6

5

3

3

9

8

지

제

4

4

4

4

8

8

보
건
복
지
( 보 건 복 지 가 족 )

3

3

3

3

6

6

환

경

노

동

9

9

1

1

10

10

국

토

해

양

8

7

1

1

9

8

보

1

1

1

1

족
)

1

1

1

1

예 산 결 산 특 별

6

6

6

6

1

1

1

1

2

2

2

2

1

1

1

1

정
기

행

획

재

정

안

식

경

정
여
(
윤

성
여

가
성

리

특

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
별

1
1

1

민 생 대 책 특 별
기후변화대책특별

2
2

1
1

2

2

국가균형발전및행정
중심복합도시대책특별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

1

1

1

정 치 개 혁 특 별

4

4

4

4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

1

1

3

6

4

7

사법제도개혁특별

4

4

2

2

6

6

2

2

2

2

1

1

연금제도개선특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

1

1

세계박람회지원특별
계

138

124

2

2

2

2

61

63

199

187

자료: 제18대 국회경과보고서(2008. 5.30~2012. 5.29), 국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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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심의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제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회의 법안심사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의 전 단계 심의과정으로서 전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
원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5. 법률안의 정부 이송
본회의의 표결이 종료되어 법률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의 절차는 정부제
출법률안과 같다. 국회 내 입법과정 절차의 전체는 다음과 같다.
<표 2-6> 국회 내 입법과정
제1단계
(제기단계)
소관
상임위원
회심사

제2단계
(심의단계)

제3단계
(의결단계)
제4단계
(종결단계)

법제
사법위원
회심사

①제출․발의 → ②접수 → ③의장결재 → ④본회의보고 → ⑤
소관위원회 회부
⑥위원회 접수 → ⑦위원장 결재 → ⑧위원회 보고 → ⑨상정
→ ⑩제안설명 → ⑪전문위원 검토보고 → ⑫질의(공청회, 연
석회의) → ⑬소위원회 구성(심사, 의결) → ⑭소위원회 보고
→ ⑮토론 → ⑯축조심사 → ⑰위원회 의결 → ⑱법제사법위
원회 회부(심사요청)
⑲위원회 접수 → ⑳위원장 결재 → ㉑위원회보고 → ㉒상정
→ ㉓전문위원 검토보고 → ㉔질의 → ㉕소위원회구성(심사)
→ ㉖ 소위원회 심사보고 → ㉗토론 → ㉘축조심사 → ㉙위원
회 의결 → ㉚소관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소관
상임위원
회심사

㉛위원회 접수 → ㉜위원장 결재 → ㉝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심
사

㉞의장결재 → ㉟본회의 상정 → ㊱소관상임위원장 심사보고
→ ㊲토론 → ㊳의결
㊴자구정리 → ㊵정부이송

자료: 정준호·김미옥, 「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p.77, 한국행정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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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의 모색
제1절 의원입법의 문제점55)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결정, 특히 입법과 관련되어 문제점들로 지적되는 것들
은 무척 다양하며 논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거
론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법부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논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미흡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입법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달성되지 못
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는 토론과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의회
정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홍완식,2009). 국회에서
날치기가 횡행하고 합의의 전통이 약해 의사일정이 거부되거나 지연되기 때문
에 국회의 회기 말에 무더기로 법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고, 이는 충
분히 심의되지 못한 졸속법안이나 부실법안이 양산되는 이유가 된다(박찬욱
외,2004:274). 이러한 입법과정에서의 경색은 논쟁적이지도 않고 시급히 통과
되어야 할 법안도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여 국회불신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홍완식,2009). 또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minority
block’이다. minority block의 형성원인들은 지역구내 소수주민의사의 과대대
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강력한 권한, 정당의 과도한 의회 지배, 정
당간이나 의회집단간의 투표거래 등이다(석인선 외, 2007).
2) 개별적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률안의 과다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독자적 활동에 따라 입
안되며,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서 당정 간 협의안이나 정당 간 협의안으로 제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전입법계획이 없고, 국가의 정책목표와의 관
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타당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률안의 제출이 양산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김수용,2010; 홍완식,2008; 박균성,2008; 임중호,2006).
또한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의 신설·강화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해조정자로
서의 역할과 규제통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박현정․
55) 여기의 ‘제1절: 의원입법의 문제점’의 내용은 김철우․김주찬(2011)의 보고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본
논문의 저자가 집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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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2010). 국회의원은 선거직인 만큼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의 본질에 부합
하지 않으며, 헌법 제46조 제2항이 지적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
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오호택,2004). 이 경
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집행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선심
성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발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전학선, 2008). 또한 정당의 의사결정이 상
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의사결정구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
는 정당이 정한 당론에 소속의원들이 구속되어 자신의 견해에 다른 입법을 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전학선,2008; 최소환,1994:332; 박종흡,1998:
664-646; 김선택,1995; 임지봉,2002).
의원발의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건수가 많은 이유의 하나는, 의원발
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하여 지역이나 직능 등 특수이익을 대변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홍완식,2008; 박균성,2008).
3) 원내대표 중심의 의사진행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56)
현행법상 국회의 운영은 원내대표회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법에 관한 의사일정, 입법의 대상, 특히 쟁점법안의 처리 시
기나 방식 등이 결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입법과정의 내용과 질이 원내대표회
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중심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군소정당소속의 의원은 입법과정의
중요한 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수동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1인으로 구성되는 원내대표회담은 정당 간 규모의
차이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셋째, 원내대표 1인이 각자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셈이 되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항상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소속의원들의 의사와 다른 원내대표의 결정의 구속력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넷째, 보통 2인 내지 3인으로 이루어지는 원내대표회담은
방식이나 시기의 면에 있어서 융통성과 기동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비공
개적으로 진행되어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까닭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해
56) 음선필. 2010.02.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정의 정비”,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Vol.4 no.1
통권6호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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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상임위에서 여러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
리할 권한(국회법 제10조)을 가진 의장이 국익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이는 국회 입법과정의 중요한 절차(소관 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축조심사·찬반토론, 법사위에서의 체계·자구심사 등)를 생략한다는 점
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그러한 까닭에 의장에게 직권상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진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이다.
4) 정부입법안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행정각부에서 정부입법안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국
회의원들을 통하여 의원입법안으로 법률안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에 대
한 심사가 상임위원회 위주로 이루어지고 다른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
하지 않는 관계로 관계 행정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야합으로 의원입법안이
정부입법안을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김수용,2010; 김태호,2008;
박현정․박홍우,2010; 박균성,2008; 권영설,2006).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형
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정부입법’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
생하는 이유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입법을 하는 경우의 복잡한 입법예고절차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절차 또는 부처협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러한 법률안들은 소위 “절차 회피적 법률안”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홍완
식,2008; 김준,2010).
최근 들어서는 입법 실적을 올리려 의원이 정부에 법안을 달라고 하는 ‘역
의원입법’도 생겨나고 있다. 우회입법은 크게 두 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 첫
째, 정부가 통과되기 까다로운 법률을 손쉽게 넘기려는 의도다. 둘째, 정부부
처의 부당한 의도에서 비롯된 입법 청탁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나 법제
실 등에 따르면 가장 경계해야 할 우회입법이 예산 관련 법안이다(박승
희,2009).
5) 집행가능성 고려의 미흡
국회가 입법을 하더라도 그 집행은 결국 행정부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입법단계에서 행정부와의 협조 미흡으로 행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집
행가능성이

떨어지는

법률이

양산될

가능성이

많다(김수용,2010;

박균

성,2008). 특히,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비용이 대량 발생하는 등 법률시행으로
유발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 없이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가 있다(홍완
식,2008). 또한 정부 부처와 협의 없이 법률안이 제출되고 의결되어 각 부처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전학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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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여 재정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
고 추계내용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집행가능성의
검토가 없이 입안되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가 확
대, 보완될 필요가 있다(홍완식,2008; 김태호,2008).
6) 의원입법의 전문성 미흡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의
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문적인 입법 보조 인력의 부족
과 발의의원들이 미흡한 활용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홍완식,2008). 김승환
(2005)의 연구와 같이,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국회보다 정부 행정 관료들의 능
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입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전문가를 양성,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김수용,2010; 박균성,2008).
7)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제도의 부재로 인한 규제품질 향상의 저해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처럼 입안단계에서의 규제심사 등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안입안단계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홍완식,2008;
김수용,2010). 더욱이 최근 들어 의원입법이 증가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시스템의 흠결은 경제사회에 심각한 비용
과 부담을 야기하는 품질이 낮은 규제안이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 없이 정치적
인 고려만을 토대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
련이 요구된다(이혁우 외,2011; 박현정․박홍우,2010).
8) 하위법령 위임의 비일관성
의원입법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될 때 개략적인 규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과 위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입법목적
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재량권의 남용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준호․김미옥,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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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효율성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비효율성이다.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이다(김수용,2010). 입법과정의 효율성이라고 함은 입법과정
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지 않고 적정한 심사과정과 심사기간 내에 완료되어
적절한 시기에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즉, “입법과정에서 확
보되어야 할 효율성이란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률
이 가능한 한 많이 적시에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임종훈․박수철.
2006:22).
입법절차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첫째, 법률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김수용,2010; 전학선,2008; 박균성,2008), 둘째, 법률심사
가 특정 시기 특히 9월 정기국회에 집중된다는 점(김수용,2011; 홍완식,2008.;
박균성,2008; 임종휘,2000), 셋째, 법률안의 성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입법절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김수용,2010; 박균
성, 2008).
10) 기타
(1)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용규정 등의 참조
법제처에서는 법제업무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만
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는 법제업무운용규정과 동 시행규칙 등이 있어서
법률안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에
관해서는 정부의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의원입법의 발
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홍완식,2008).
(2) 법률안 정부이송기간의 문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53조 제1항).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
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임중호,2006:4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부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법률안에서 시행시기를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
로 한다면, 지연된 기간만큼 국민이 법률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
어들게 되고, 법령집의 편찬이나 하위법령의 입법소요시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김수용,201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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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2006; 임중호,2006).
이상 논의된 우리나라 입법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3-1> 우리나라 입법의 전형적인 문제점
문제의 유형

문제점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미흡

숙의민주주의 결핍

개별적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률안의 과다

특수이익 대변 과다

원내대표 중심의 의사진행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정치적 거래 횡행

정부입법안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불합리한 정책 과다 및 집행상의
난점

집행가능성 고려의 미흡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미흡

의원입법의 전문성 미흡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제도의 부재로 인한 규제품질
향상의 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양산

규제법정주의와 위임의 불명확성

행정부 재량 남용 가능성

법률안의 증가와 낮은 가결률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법률심사의 집중

시간적 지체

일률적인 입법절차
기타

법제업무운용규정 결여

의안 품질 저하

법률안 정부이송기간의 문제

법적 안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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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원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해결의 모색
1.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전제조건57)
문제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 하에서는
찾기 어렵다. 국회의 정치적 공방과 협상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3권 분립의
기초이므로, 이러한 정치적 협의에 제도적으로 제한을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입법권자인 국회를 일정한 제도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결국 제도적 접근보다는 비제도적 접근이 오히려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입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우선 국회의 정치적 공방과 협상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국
회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 등의 비제도적인 접근이 문제입법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보다
전문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정부가
일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정치경제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매
우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연구단체나 재단의 설립을 정부가 주도
내지는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일정한 보조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재정
이나 규제에 대한 결정의 타당성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의 결성을
주도하거나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정책역량 강화가 문
제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에 앞서 필요한 구체적인 전제조건
이 된다고 본다.
2. 의원입법의 문제점 방지를 위한 제도의 모색
김철우·김주찬(2011)에 따르면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우선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57) 여기의 ‘1.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전제조건’의 내용은 김철우․김주찬(2011)의 보고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본 논문의 저자가 집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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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방안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

제도적 해결방안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미흡

법제적 품질관리(법제심사) 강화
법제적 품질관리(법제심사) 강화

개별적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률안의 과다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원내대표 중심의 의사진행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정부입법안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집행가능성 고려의 미흡

의원입법의 전문성 미흡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제도의 부재로 인한
규제품질 향상의 저해

기타

의도적인 지체
비의도적인 지체

법제업무운용규정 결여
의도적인 지체
법률안
정부이송기간의
문제

의안 타당성 검토 제도화
RIA 검토 의무화
법제적 품질관리 강화
의안 타당성 검토 제도화
RIA 검토 의무화
의안 타당성 검토 제도화
RIA 검토 의무화
의안 타당성 검토 제도화
RIA 검토 의무화
시민사회의 감시 등 비제도적 접근
의안들의 통폐합메카니즘
개별안전 통과소요기간 규정
법제적 품질관리(법제심사) 강화
시민사회의 감시 등 비제도적 접근
의안들의 통폐합메카니즘

규제법정주의와 위임의 불명확성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법제적 품질관리 강화
의안 타당성 검토 제도화
RIA 검토 의무화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법제적 품질관리(법제심사) 강화

비의도적인 지체

개별안전 통과소요기간 규정

자료: 김철우·김주찬(2011)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도표화함.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제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문제입법을 방지하거나 경
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들을 정리한 김철우·김주찬(2011)을 간략하게 요약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적인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입법영향평가는 법안비용추계, 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법제적 심의, 규
제영향분석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법안의 사전적, 사후적 효과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 및 평가를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은 대상 규제의 국가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규
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이러한 규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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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분석의 제도적 과정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통하여 특수이익만을
추구하는 영합적인 입법이나 국가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불
요불급한 규제, 효과가 담보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여론 무마를 위한 졸속 입
법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법안비용추계제도(Cost
Estimates for Bills)는 미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는바, 미국의 연방의회에
서는 의회예산처, 연방정부에서는 관리예산처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제
도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통제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법제적 심사의 강화는 의원입법에 있어서, 입법정책의 선택, 헌법론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의 처리,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입법기술 등이 법제적 심
사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법제적 심사가 강화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체입법이나 삽입입법 등의 소지는 경감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높은 전문성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의 확보
입법지원기구가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게 되면
문제입법의 발생 소지는 경감될 것이다. 입법지원기구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
는 입법지원기구의 지원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명실상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는 입법지원기관이 당파성을 초월해야만 서비스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어서 이다. 높은 전문성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가 확보되면 경우에 따라서
는 전술한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반면에 입법영향평가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경우에는 입법지원기구의 전
문성과 독립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즉 입법영향평가제
도와 입법지원기구는 과정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입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대체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입법영향평가는
문제입법의 방지와 관련된 기능인 반면에 입법지원기구의 확보는 기구내지는
구조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의안처리절차의 개선
(1) 입법이유제도의 강화
입법이유는 입법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입법 후 시행과
정에서 법 규정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입법이유가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해주어 법 규정을 해석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입법이유제도를 강화하는 방
법으로는 입법이유를 작성한 의원만을 대표발의자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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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국민의 입법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는 국회의사결정체계상 상임
위원회의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문제입법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다.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매우 좁게 제한하는
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심의안건에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전원위원회제도 요건 완화
전원위원회제도는 미국의회에서 상임위원회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의 절충형태로 위원회제도가 갖는 의안심사의 신속성과 본회의의
중심제가 갖는 전원 참여 하의 결정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소정의 의안을
반드시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하
여 본회의의 법안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전원위원회제
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전원위원회제도의 개최 요건을 매우 폭넓게 완화
하여 전원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연석위원회제도의 강화
국회법은 제63조에서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
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연석회의는 ‘의견은 교환하되
표결은 할 수 없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단일위원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석위원회가 구성되어 안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보다 폭넓고 다차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5) 소위원회의 투명화
소위원회의 회의비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문에 예시하고 그 요건에
합당할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최소계류기간의 연장
2005년 7월 6일 개정된 국회법은 법률안 상정시기를 종전의 일률적인 15일
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로 확대하여 심
도 있는 심사를 행하도록 하였다. 형식적인 제약에 불과한 최소계류기간은 다
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도적, 비의도적 지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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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장해서도 안 될 것이다.
(7)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제심사 폐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면서 법률안의 정책
적 내용에 대해서까지 수정을 가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
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입법지
원역량을 강화하여 법제심사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회 의사결정체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8) 신속절차제도의 도입
미국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하원 의안대장 또는 의안목록/ 교정 의안대장 또는 의안목록의 입법 절차”,
“위원회 심사배제 요청 제도”, “의사규칙 적용중지 제도” 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신속절차제도를 도입하면 지체, 영합 등의 문제입법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9) 통합의안제도의 도입
원래 별개인 여러 법안을 합해 하나의 거대 법안으로 만들어 심의하는 가칭
“통합의안제도”는 미국의 옴니버스 법안제도를 의미하는데, 1970-1980년 이후
미국 의회가 법률안에 대한 복수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현안에 관심을
갖는 의원의 수를 증가시켜 회의에서 토론과 다양성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
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옴니버스 법률안은 여러 정책적 쟁
점을 종합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토의하고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촉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영합입법이나 방만입법 등의 개연성
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 몇 개를 통합하여 복수 상임
위원회가 심의케 하는 통합의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모색
김철우·김주찬(2011)는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적 대응들
을 정치적인 현실성과 대안 자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우
선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최고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입각하여 수행하는 것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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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입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완적 의미
에서 의안처리절차의 개선을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의회-정
부관계의 환경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필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객관적인 입법영향평가가 권위 있
게 제시된다면 토론의 왜곡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심각한 민
의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의원입법의 문
제점들에 대한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

법영향평가를 확고하게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국회 내에 입법지원기관이 그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지원기관의 존립 근거는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확고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
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실 이러한 기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선별적인 운용의 묘로서 의안처리절차의 개선을 들고 있는 바, 의
안처리절차의 개선은 문제입법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경감시키지는 못하지만,
선별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나 절차에 적용하면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면서
문제입법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정비의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국회감시의 강화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의 국회감시가 완벽하다면 이론적으로 국회가 시민사회의 선호 자체
를 의결에 반영할 것이기에 문제입법의 소지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민사회의 선호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과정자체가 불분명, 불확정적이며 또한 왜
곡이 격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대는 동어반복에 불과할 수 있음도 지적하
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세밀한 감시, 예를 들면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감
시나 특수이익의 반영을 견제하는 방향성을 지닌 감시는 문제입법의 소지를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국회감시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하기 보다는 그러한 감시가 나름대로의 전
문적인 역량에 기초한 객관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기존의 이해관계의 구조에서 자유롭고 적절한 역량을 갖춘 감
시단체들이 창발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입장에서 전술한 정책대안의 함의를 음미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우선 규제의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볼 때, 규제신설과 관련한 규
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이 입법영향평가의 차원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규제영향분
석과정의 핵심적 단계인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참여과정(consultation)
이 적극적으로 확보된다면, 시민사회의 감시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신설이 아닌 기존규제의 정비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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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감당하거나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규제영향분석이 체계적으로 도
입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한 입법과정에서
의원입법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영
향분석을 규제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신설규제입법의 통제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입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3-3>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및 제도적·비제도적 정책 대안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

해결방향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미흡

법제적 품질관리 강화

개별적
이해관계
반영 법률안
과다
원내대표
중심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정부입법안의
회피수단

집행가능성
고려의 미흡

의원입법의
전문성 미흡

평가제도
부재로 낮은
규제품질

제도적 정책대안
입법영향평가제
전문독립적
도
입법지원기구
국회사무처 법제
심사 기능 강화

법제적 품질관리 강화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법안비용추계
강화·규제영향분
석 도입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법안비용추계
강화·규제영향분
석 도입

법제적 품질관리 강화

법제적 심사 강화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법안비용추계
강화·규제영향분
석 도입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규제영향분석
도입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법안비용추계
강화·규제영향분
석 도입

법제적 품질관리 강화

법제적 심사 강화

의안 타당성검토(RIA
포함) 제도화

법안비용추계
강화·규제영향분
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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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
심사 기능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국회사무처 법제
심사 기능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국회사무처 법제
심사 기능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성

비제도
의안
절차개선
신속절차
제도 도입
입법이유
제도 강화
상임위원
회 투명성
강화
전원위원
회 요건
완화
연석위원
회제도
강화
소위원회
투명화
최소계류
기간의
연장
법사위
권능 축소
통합의안
제도 도입

시민
사회의
국회
감시
강화

위임의
불명확성

의안 타당성검토 제도화

법안비용추계
강화·규제영향분
석 도입

법제적 품질관리 강화

법제적 심사 강화

강화

의사결정과정
의 비효율성
법제업무
기 운용규정
결여
타
이송기간

국회사무처 법제
심사 기능 강화

IV.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
제1절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규제개혁의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
요성과 기대효과를 김태윤(2013)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원입법
의 비중이 날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또한 거대담론과 정치적 정서의 과잉으로
사회총후생과 실질적 피해자와 부담자는 도외시 되어 공학적, 경제적, 사회적
입법이 실종된 상황이다. 강해진 관료제와 국회의 지대추구의 경향으로 행정부
의 민원성 규제 입법이 관례화되는 것을 막고자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총후생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치
적 규제', '공급 인센티브'가 팽배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졸속 입안과
정으로 인해 대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미흡해지고 행정부의 규제개혁이 사
실상 거세된 상황인 만큼, 재정부담을 평가하는 ‘비용추계’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같은 의원입법규제 규제영향평가의 의의로는 사회총후생 또는 공공의 이
익 증진을 들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가 활발히 공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충
분한 숙의를 통한 대안을 충실히 검토해 마련할 수 있고, 품질 높은 규제대안
들을 모색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주된 희생자와 비용부담
자인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의 생성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여 지대추구행위의 팽배와 영속화를 견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과잉
입법을 견제해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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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사례: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
입법 규제모니터링
1.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규제영향모니터링의 경위
(1) 모니터링의 개요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된다는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규
제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으며,
(사)한국규제학회에서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연구(2010년)가 진행된
바 있었다. 2012년 4월,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량 규제의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다음 표는 19대 국회의 의원입법 규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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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19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 현황
시기

총 의원입법 법률안 수

규제 의안 수

비중(%)

20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372
470
431
518
210
447
268
310
330
379
359
434
420
401
362
377
290
739
534
207
299
358
370
321
85
9,291

46
55
69
91
27
58
42
41
46
97
95
88
75
46
46
62
25
188
55
39
76

12.37
11.70
16.01

17.57
12.86
12.98
15.67
13.23
13.94
25.59
26.46
20.27
17.86
11.47
12.71
16.45
8.62
25.44
10.30
18.84
25.42

1,367

※ 2012년 6월의 총 의원입법 법률안 수에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
일 부터 5월 31일 까지 발의된 의안 54건이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6월의 총 의원입법 법률안 수에 2014년 6월 1일 부터 6월 18일 까지
발의된 의안 수임.

이에 학회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시의적절한 의
견을 제시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규제모니터링 방법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열세차례 차례에 걸
친 모니터링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 구성
∘ 2012년 6월 19일 :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 규제모니터링단 1차 워크숍
∘ 2012년 7월 11일 : 전직 회장단 등 학계 원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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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16일 : 1차 규제모니터링
∘ 2012년 8월 29일 :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 규제모니터링단 2차 워크숍
∘ 2012년 9월 5일 : 2차 규제모니터링
∘ 2012년 9월 24일 : 1,2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법률안 101건)
∘ 2012년 10월 31일 : 3차 규제모니터링
∘ 2012년 12월 28일 :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 규제모니터링단 3차 워크숍
∘ 2013년 2월 7일 : 4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4월 22일 : 5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6월 3일 : 6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6월 26일 :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 규제모니터링단 6차 워크숍
∘ 2013년 7월 8일 : 7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8월 12일 : 8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10월 10일 : 9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10월 25일 : 10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12월 10일 : 11차 규제모니터링
∘ 2014년 5월 12일 : 12차 규제모니터링
∘ 2014년 6월 9일 : 13차 규제모니터링
(2)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침
의원입법규제의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침 설계는 다음의 원칙을 따랐다. 우
선 글로벌스탠다드인 RIA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도록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1.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의 사회 총 후생적 효과는 “2. 규제의 예상
되는 결과”, 규제대안의 적극적·창의적 고려는 “3. 규제 수단의 적절성” 이상
3단계 구조를 준용하였다.
그러나 의안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율하는 최상위 정책입안과정임을 고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1_1.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도입하였다. 또 집행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행
정부의 입장과 국회와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3_1. 규제의 성과”를 도입하
고, 총평에 “0_0. 규제의 전반적인 품질”과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하였다.
한편 모니터링대상인 의안에는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용과 편익의 구체적인 평가와 측정 등 분석적인 판단이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보편적인 특수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 “2_1. 사회적인 후생의 증가
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 “2_2.와 2_3. 비용과 편익의 보편성”, “2_4. 부작용
의 상정” 등으로 RIA의 비용편익분석을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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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불필요한 국가개입”, “규제의존 경향”, “근시안적 영합”, “과잉입법의 소지”,
“기존제도와의 상충”, “소리 없는 다수와 소비자의 소외”, “책임전가” 등을 정
량적 평가항목과 별개로 확인토록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 기준 및 지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2>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 기준 및 지침
모니터
항

링

목

세부항

내용

모니터링 기준

목

1_1.
국가개
입의
필요성

1.
규
제
신
설
의
필
요
성
과
정
당
성

1_2.
규제
신설의
불가피
성

1_3.
규제의
합법규
성

당면한 문제의 속성이 국가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 직접적
나 심각성 등을 고려하 으로 개입할 필요나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1)
면 규제의 신설을 통하
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규제의 도입을 계기로 당면 문제가 근본적 또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5)
이 타당한가?
□ 불필요한 국가개입: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
의 신뢰 훼손, 준법정신의 체감, 민간의 자율적 질서의 교란 등이 우
려된다.
기존 규제나 정책이 ********** 등과 같은 기존의 정책(규제)의 보완
당면 문제를 해결하 이나 실질적인 집행 등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는데 심각한 결함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1)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 기존의 정책(규제)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5)
가?
□ 규제의존경향: 규제를 중복적으로 신설하기 전에, 현행 규제나 제도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구현하지 못하는 배
경이나 이유에 대한 보다 엄정한 분석을 수행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 근시안적 영합: 단기적인 여론의 향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
여 장기적인 여파가 있는 제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이 있다.
제안된 규제가 법 규제가 법률의 목표의 합당한(타당한) 수단이라고
률에서
공고하고 보기 어렵다(1)
있는 법률의 목표
를 달성하는 합당 제안된 규제는 법률의 목표를 달성하는 합당한 수
단이다(5)
한 수단인가?
□ 과잉입법의 소지: 제안된 규제는 해당 법률의 입법정신이나 목적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한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
□ 기존 제도와의 상충: 제안된 규제는 해당 법률이나 여타의 다른 현
행 법령 등과 상당한 수준의 충돌이 있다.

2.
규

2_1.
사회적

규제로 인하여 발
생하는 편익과 비

비용이 편익을 상당히 상회하여 사회적 후생의 감
소가 우려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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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항

링

목

세부항

내용

모니터링 기준

목
인
후생의
증가

2_2.
비용의
보편성

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후생의 증가가 예
상되는가?
규제의 비용이 경
제사회적으로 열악
한 입장에 있는 계
층이나 집단에 편
중되는가?

편익이 비용을 상당히 상회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
가가 기대된다(5)
**** 예와 같이 상당한 수준으로 어려운 계층이나
집단에게 불리할 것이다(1)
특별한 비용의 편중은 없을 것이다(5)

□ 소리없는 다수: 규제가 익명의 다수(anonymous majority)의 권익이
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 소비자: 규제가 소비자의 권익이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제
의
예
상
되
는
결
과

2_3.
편익의
보편성

2_4.
부작용

편익이 특정한 집
단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가?
규제로 인하여 부
정비리나
사회적
갈등의 분출, 민간
의 자율성이나 자
기책임의식, 자유로
운 정신의 창발 등
의 훼손 등 부작용
의 가능성이 있는
가?

***** 집단 등에 편익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
이 높다(1)
편익의 특별한 편중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5)
우려할 만한 수준의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

특별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5)

□ 부정비리: 부정비리를 상당히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 사회적 갈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우련된다.
□ 정부 비대화: 행정부의 불필요한 확대 내지는 관료제나 준정부부문
의 불필요한 팽창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 고용: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민간 위축: 장기적으로는 자유로운 정신의 창발, 민간의 자율성, 자
기책임의식 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

3.
규
제
수
단
의

3_1.
규제의
성과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
하여 그 달성 여부
를 투명하고 객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규제의 목표가 확정하기 어렵게 기술되어 있어 그
달성여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
을 것으로 우려된다(1)
규제의 목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달성여부를 투
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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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항

링

목

세부항

내용

모니터링 기준

목
□ 규제일몰: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회적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규제
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규제를 자연히 소멸시키는 규제
일몰이나 유예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괄 평가
3_2.
규제
대안의
존재
적
절
성
3_3.
준수
(집행
비용)

제시되는 규제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규제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피규제자가 제안된
규제를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
는 비율이 어느 수
준이 될 것인가?

***** 등의 대안이 현 규제보다 우월할 것으로 보
인다(1)
보다 좋은 대안이 특별히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
다(5)
규제의 순응이 매우 저조할 것이다/정부가 규제를 집
행하는데 많은 문제점 내지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1)
정부가 규제를 집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다/규제의 순응이 유사 사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5)

□ 책임전가: 현재의 행정 여건상 준수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이어서, 문제의 해결과 향후 책임을 행정부나 국민일반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 보완조치 결여: 규제가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기타
지원/보완 방안 등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완내
지는 보조 조치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총
평

0_0.
규제의
전반적
품질
특기
사항

□ 글로벌스탠다드 부합성: 규제의 목적이나 수단 및 과정 등이 대부분
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살펴볼 수 없거나 매우 다른 맥락에서 예외적
으로 발견된다.
□ 해당 규제가 만약 정부입법이었다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심사과
정을 거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모니터링항목과 기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차원이나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위의 모니터링 항목 및 기준은 규제개혁의 일반적인 관점과 논리를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영향분석지침을 다소 수정 보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매우 광범위하게 부합한다. 이는 매우 당연한 귀
결이겠으나, 규제영향분석을 입법부 규제개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본 연
구의 주장의 강력한 지지대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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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의 틀과 입법의 원칙
항목/모니터링
세부항목

내용

입법의 원칙

규제

국가개입

당면한 문제의 속성이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사안적합성의 원칙

신설

의 필요성
규제

신설을 통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충성의 원칙

기존규제나 정책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체계정당성의 원칙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가?

기본제도의 존중

의
필요
성과

신설의
불가피성
규제의

성

합법규성

률의 목표를 달성하는 합당한 수단인가?

사회적인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종

후생의

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후생의 증가가

증가
비용의

예상되는가?
규제의 비용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입장

과잉금지의 원칙

예상

보편성
편익의

에 있는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가?
편익이 특정한 집단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기본권존중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되는

보편성

가능성이 있는가?
규제로 인하여 부정비리나 사회적 갈등의 분

평등의 원칙

출, 민간의 자율성이나 자기책임의식, 자유로

신뢰보호의 원칙

규제
의

결과
부작용

규제의

제안된 규제가 법률에서 공고하고 있는 법

사안적합성의 원칙

정당

포괄적위임입법금
지의 원칙

운 정신의 창발 등의 훼손 등 부작용의 가능
성이 있는가?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여
그 달성 여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

명확성의 원칙

규제대안

할 수 있는가?
제시되는 규제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과소금지의 원칙

적절

의 존재
준수(집행

규제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피규제자가 제안된 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성

비용)

하는 비율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

과잉금지의 원칙

규제
수단
의

성과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을 국회의 현행 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그 방법
에 관하여는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바, 김태윤(2013)이 정리한 바에 따
르면, 우선 국회법 제79조제3항 정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의원입법규제에 대
한 규제영향평가는 꼭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한다면 “국회법 제79조의
3(의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행정규제
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
의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정도의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당장은 행정부가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에 비
하여 강제성과 구속력이 떨어져도 큰 상관은 없다고 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숙
의와 공론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불성실한 규제영향평가는 개별 의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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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정치적으로 면책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현재 다소 형식적
인 측면이 있는 비용추계제도와 다른 규제영향평가만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규제영향평가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비용내지는 희생을 부담하는 국민들을 파
악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의원실이 이 과정을 등한시한다면 지역구 등에서 소
외되었다고 느끼는 지역구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숙의(public deliberation)를 자극하는 방식의 과정
과 절차가 규제영향평가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규제영향평가의 초점
이, 분석보다는 이해관계자 확인과 의견 청취 등 공청회적 속성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등 국회 보조기관과 함께 학
회, 연구기관 등으로 규제영향평가 실시주체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 또한 제
기된다고 한다. 비용추계와 달리 규제영향평가의 과정에는 분석 내지는 시행주
체의 관점이나 학문적 경향에 따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입견과 잠재적 가정
내지는 전제가 동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몇몇
기관과 주체들이 한 가지 의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
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V. 결론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활동의 문제점들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미흡, 개별적 이해관계 반영 법률안 과다, 원내대표 중심 및 국회의
장의 직권상정권, 정부입법안의 회피수단, 집행가능성 고려의 미흡, 의원입법
의 전문성 미흡, 평가제도 부재로 낮은 규제품질, 위임의 불명확성,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법제업무운용규정 결여, 지나치게 긴 이송기간 등이 제시되
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법안비용추계 강화, 규
제영향분석 도입, 법제적 심사 강화,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전문성·독립
성 강화, 국회사무처 법제 심사 기능 강화, 신속절차 제도 도입, 입법이유 제
도 강화, 상임위원회 투명성 강화, 전원위원회 요건 완화, 연석위원회제도 강
화, 소위원회 투명화, 최소계류기간의 연장, 법사위 권능 축소, 통합의안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비제도적 해결방안으로 시민 사회의 국회 감시 강화가 필요
하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규제영향분석이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주장이다.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올바로 설계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의 틀은 헌법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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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의원입법의 원칙과 상응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의 보편
적인 원칙의 고양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규제입법의 문제점을 대
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이 국회의 규제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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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와 규제개혁』토론문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논문의 제목은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으로서, 원래 제시되었던 주제인 “규제개혁을 위한 입
법부 역할과 과제”와 약간 다르다. 제목을 주제로부터 조금 바꾸는 것은 학회
세미나에서 상례가 되었고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비단
초점을 좁히는 데에 머물지 않고 논의의 대상과 방향을 다소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 주제인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부 역할과 과제”가
평자에게 주는 인상은,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규제개혁을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입법부가 행정부에 견제와 압력을 가해 행정부 차원의 규제책 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포괄한다. 반면 제목인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
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주는 인상은 입법 차원의 규제
개혁 쪽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대상, 초점, 방향은 전적으로 필자가 정하는 것이지만, 평자는 규제
개혁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 차원만 보기보다는 입법부의 비입법적 노
력에 의한 행정부 차원의 변화도 다루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법부
의 핵심 기능이 입법이라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입법부는 행정부 감
시·감독이나 사회 담론의 형성 및 여론 조성이라는 중요한 비입법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 감시·감독이라는 비입법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바
람직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다룬다면 규제개혁을 위한 더 포괄적
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떠올려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예
결산 심의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수단을 어떻게 고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
할 때에 규제개혁이 촉진될 수 있을지? 규제 성격을 띤 행정부 정책결정(대통
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각종 훈령, 지침 등등)에 대한 국회심의(단순한 통보
가 아닌)제도가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미국에선 위임입
법에 근거한 행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입법부 거부권(legislative veto) 제도가
한때 실행되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
결 받은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부 거부권 제도가 과연 적실성, 합
헌성 등을 띨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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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 말하자면, 국회의 또 다른 비입법기능으로 사회 담론의 형성(혹은
사회 의제의 설정) 및 여론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19세기 말에 훗날 미국대
통령까지 되는 우드로 윌슨은 의회의 입법기능과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 담론 형성, 정보 전달, 여론 조성 기능이 중요하다
고 설파한바 있다. 이 중요한 비입법기능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수
행할 때 역시 바람직한 규제개혁이 나올 수 있을지 다룬다면 더욱 좋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의회 의사진행과정상 단순다수주의 원칙에 방점을 두는 방식
(미국 하원의 경우처럼), 합의주의 혹은 초다수주의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미국 상원의 경우처럼), 단순다수주의와 합의주의를 절충하는 방식(‘국회
선진화법’ 체제의 우리나라 국회) 중 어느 것이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켜 중요한 사회의제로 올리고, 극소수 이익단체, 행정관
료,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간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의 담합을 막아
민주적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데에 유리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논문 내용에 대해 논평하자면,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한다. 논문에서 다뤄진
몇 가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된 유의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
만, 걱정되는 점은 시민단체의 편향성으로 인한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
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좌든 우든 이념색채를 띠고 있거나 적어도
띠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심한 경우엔 특정 정파에 가깝기도 하다. 단순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 중 아예 정치권에 편입되어 국회의원
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중립성을 고수하려 해도 특
정 시민단체의 평가를 국민과 정치권이 진정성, 정통성 있게 받아들일지 우려
된다. 자칫 다른 입장의 시민단체들의 상충되는 평가를 놓고 이념적, 정파적
대립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아닌 전문가 위주의 학회에 의한 감시는 어떨까? 역
시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편향성도 전적으
로 부인할 수는 없다. 과도한 스테레오타입이지만, 예를 들어 경제학자나 행정
학자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고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는 형평성에
상대적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국회를 감시, 평가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어떻게 해서 그러한 편향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요구
된다.
둘째, 높은 전문성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의 확보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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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34쪽의 표에는 언급되고 있지만 본문
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바, 보다 역점을 두어 본문에서도 강조했으면
좋겠다. 국회 기구 중 정파성 시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예들 중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기구이다. 이 두 비정파적 기구가 어떻게 운영될 때 규제
개혁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보다 집중하면 유용한 결
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심사 기능의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이 점
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논문에서 보다 충분한 논리로 뒷받침되었으면 좋겠
다. 평자는 과거에는 법사위의 법제심사 기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시대착오적
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각 상임위 및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의 법제심사 능
력이 충분히 제고되었으므로 그 기능을 법사위로 몰아줄 필요성이 많이 떨어
졌다. 또한 과거에는 법안심의가 너무 졸속으로 흐르거나 다수당에 의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법사위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도화된 이래로는 법안심의과정이 충분히
길어지고 곳곳에 “문지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법사위마저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는 없어졌다. 숙의민주주의의 구현, 소수의견의 존중, 신중한 의사결정 등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되 국회가 과도한 지연과 교착에 빠지는 부작용
을 없애기 위해선 법사위의 법제심사라는 불필요한 “문지기”를 이제는 없앨
때가 되었다.
넷째, 통합의안(omnibus bill) 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신중
할 필요도 있다. 미국의회를 보면, omnibus bill을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통령이 하나의 법안을 전체적으로 승인하거나 아니면 전체
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싫어할 법안을 대통령 측이
좋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법안과 합해 단일 법안을 만들고 그럼으
로써 대통령 측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책략이 왕왕 사용된다.
다음으로 학술논문으로서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향후 수정 작업 시 고려
할 점들에 대해 말한다.
첫째, II장 전체를 굳이 원고에 넣는 것이 좋을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의원
입법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다분히 교과서적인 내용이므로 없어도 될 것 같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독자들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항목들이 너무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있고, 항목들 간의 우선
순위나 상쇄효과(trade-off)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의 질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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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II장 1절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을
위한 의원입법에 직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회 운영과정 전반에 관련된 것으
로 보인다. 너무 넓게 논하다 보니 초점이 다소 흐려지는 것 같고, 그 결과로
논의가 나열식으로 진행되며 피상적, 단편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규제개혁을
위한 의원입법에 보다 좁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논문 전체적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에 작성된 듯
하다. 이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는 논문의 곳곳 해당 부분에서 ‘국회선진화
법’ 체제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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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발표 -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초록>
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여전히 간과되는 측면이 작지 않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헌
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심판권이
그 근본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그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
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도 널리 신호할 수 있다. 따라
서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들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후,
향후 적극적 사법심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들도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
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2014년 시점에 맞추어 재조명해본다.
- 핵심주제어: 규제개혁, 효율적 규제방식, 사법부역할, 사법심사, 헌정주의,
법경제학
- JEL Classification: K22, K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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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든 규제는 민간재산권들을 제한하거나 재설정한다 (김일중, 1995).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과잉으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과잉규제 현상
을 초래하는 데에는 정치인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큰 기여를 했다. 공공선택이
론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항상 경쟁적인 입법수요에 직면해 있다. 결국 다른 조
건이 일정할 때,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거세지면 입법자
들은 이를 더욱 들어주게 된다는 명제는 자명하다. 한편, 상당 수준의 위임입
법 권한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의 관료들 또한 정치인과 비슷한 유인을 갖고 있
으며, 나아가 관료집단은 때로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위치에 스스로 서기도 한
다.
이렇게 입법, 행정, 그리고 특수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 사이에
3각-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규제는 과잉생산되어 왔다. 거기에 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미명 아래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입법행태 또한 과잉 수준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과잉규제를 낳는 것과 흡사
한 유인에서 비롯된다 (Benson and Kim, 2014). 형사처벌은 양날의 칼로서,
가령 강력흉악범죄를 억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제재수단이지만, 반대로 과잉형
벌화는 규제범죄 전과자양산, 법치사회의 경시, 경쟁자배제, 지대추구, 부패 등
의

사회폐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소위

한계억지력(marginal

deterrence) 원칙이 깨짐으로써 오히려 필수규제들의 집행까지도 무력화시킨
다 (김일중, 2013).
규제만능주의의 폐해에 관한 인식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규제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20년을 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이제

매우

익숙한

용어인

‘규제의

역설(paradox

of

regulations)’(Sunstein, 1990)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사실 ‘규제폐해’
및 ‘규제개혁’은 이제는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까지 한국 사회의 큰 화두였다.
하지만 특정 규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큰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규
제를 폐기하거나 다른 비규제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거론될 때에는 심한 반론
에 부딪히곤 한다. 주지하듯, 규제개혁의 큰 의미는 기존의 행정규제 대신 더
욱 친시장적 통제방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예컨대 특정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전통적인 행정규제로 통제하기보다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
여 법원에서 책임을 묻는 이른바 ‘책임원리(liability rule)’ 등으로 대체하는
것 역시 규제개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Posner 판사는(2011) 법원에 의한 사
후적 통제기제를 ‘사법적 규제(judicial regulation)’라고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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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에서 대게 큰 저항에 부딪힌다.
특히 어떤 규제가 억제하고자 했던 사건이 한 번 발생하면 해당 규제는 물론
정부규제 전반을 강화하자는 논리가 고개를 들곤 한다. 숙고해보면, 가장 직접
적으로 연관된 규제의 준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를 둘러싸면서
횡적 또는 종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여타 관련 ‘규제그물망’이 야기했던 수많은
폐해들에 사건발생의 그 근본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미 만들어
진 규제그물망의 집행비용은 물론 순응비용이 너무 높아 시간이 흐르면서 뇌
물 등을 통하여 규제자는 피규제자에게 실질적으로 포획당하기도 한다. 더 나
아가서는

‘부패활성화(corruption-facilitating)

메커니즘’으로서(Cho

and

Kim, 2002) 규제자와 피규제자 그룹이 안정적으로 유착되어, 가령 전직 규제
책임자가 피규제자 또는 그 연관 기관의 수장이 되는 관계로 고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가장 핵심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규제마저 이리저리
회피되면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규제 하나만을 합리화
시키는 작업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언제든지 다른 경로를 통하
여 결국에는 비슷한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원천인 그 규제그물망 전체에 대
한 대대적인 수술이 함께 전제되어야만 한다.
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헌법 제107조
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심판권이다.58) 요컨
대 이른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권한을 통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최소
한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첫째, 위헌 또는 위법에 해당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정부
규제의 정당절차(due process)와 공정성(fairness)을 사후적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규제기관
의 자의적인 운용과 집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공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
로써 그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 널리 알릴 수 있다.
58)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11조 ｢헌법재
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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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의 영역에서도 그렇듯이 사법부는 입법과 행정에 이어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최종 판단이 어떠했는가 또는 어떠할까에 대한 기대에
따라 입법과 행정은 영향받는다. 경제학의 게임이론 용어를 빌면 ‘후방귀납
(backward induction)’이 정부 3부 내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역추론’이
라고도 불리는 이 신호기능이야말로 실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필자는 규
제개혁이라는 정책영역에서도 예측가능성과 함께 작동되는 후방귀납의 신호기
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돌이켜 보건대, 이런저런 규제개혁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지난 20여 년 간 그 성과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사법부에 거는 기대가 커진다. 또한 후술되듯이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규제
개혁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사법부의
배가된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 제II절에서는 규제만능
주의가 야기하는 폐해의 한 단면과 규제개혁의 핵심개념에 관하여 잠시 생각
해본다. 즉,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규제위반에 대한 과
잉범죄화가 야기하는 폐해와, 그러한 폐해의 주범인 규제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짚어 본다. 제III절에서는 규제개혁과 사법부 역할을 본격적으
로 논의한다. 한국의 규제개혁 작업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
사법부 역할의 배경을 잠시 설명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몫의 필요성
이 크다는 점을 피력할 것이다. 이어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사법부 역할을 크게
‘일반적 통제’와 ‘구체적 통제’의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후, 상응하는 대표적
사례들을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법부 역할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다
시 위 두 방식으로 구분하여 잠시 생각해본다. 물론 본고에서의 제시는 아직
밑그림 수준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이에 관해서는 계속하여 더욱 충실한 검토
가 필요할 것이다. 제IV절에서는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
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수용’ 이론에
기반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현재 시점에 맞추어 재
서술한다. 단순한 고충처리 차원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충실한 헌정
주의적 접근으로써 규제개혁을 하자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다. 간략한 결론과
함께 제V절을 맺는다.59)

59) 요컨대 본고는 규제와 규제개혁에 관하여 오랜 기간 갖고 있었던 필자의 생각들에 기초하여, 우리
사법부 역할과 그 여건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을 한번 독자적으로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
므로 문헌인용에 있어서 해외연구는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소개하되, 규제개혁 관련 국내문헌
은 (이미 방대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필자의 과거 연구들 위주로만 인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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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의 폐해와 규제개혁의 핵심개념
1. 규제만능주의의 한 단면: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제만능주의가 야기하는 폐해의 종류와 정도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많
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규제개혁과 사법부 역할에 관한 본격적
인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 아직까지 거의 지적되지 않았던 규제만능주의가 야
기하는 폐해 한 가지만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규제를 위반하여 형벌을 받는
국민들에 관한 것이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 의하면, 국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형법범죄(일반범죄)’와 ‘특별법범죄(행정범죄)’로 대분된
다.60) 해외 학계에서 널리 ‘규제범죄(regulatory crime)’라 불리는 후자는 국
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법상의 전통적 범죄들이 아니다. 즉, 입법 또는 위임
입법을 통하여 별도로 만들어진 규제들을 위반했을 때 피규제자가 형벌을 받
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체범죄에서 규제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충격적인 속도로 증가하는 전체 전과자 양산 속도에 이러한
규제범죄자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일중(2013)에서 지적된 2000년대의 세
가지 눈에 띄는 경험적 관찰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약 1,100만 명에 근접하였다. 1996년에 비
해 1.8배, 2000년에 비해서도 1.4배나 증가한 숫자이다. 2010년의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약 22%로서 그 수준이 우려될만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국민 다
섯 명 중 한 명이 전과자라고 할 만큼(15세 이상은 26.5%로서 네 명 중 한
명) 우려될만한 수치이다. 특별히 그 증가추세가 2000년대 후반에도 계속 가
파르다. 2) 각종 행정규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매우 다양한 제재수단들 중
형벌의 비중이 한국에서는 무려 44%에 달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2000년대 후반 한국의 전체범죄는 200만 건을 초과하였고 그 중 규제
범죄는 평균 60%나 차지하였다. 1982년 일반범죄건수를 추월한 규제범죄는
그 이후 약 20년간 증가세가 매우 가팔랐으며 일반범죄건수의 2배가 넘는 해
도 많았다. 비록 최근에 그 증가추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한국의 범죄발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60) ‘일반범죄’는 형법상의 전형적 범죄들로 구성되며 추가로 형법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일부 특별법
위반행위도 포함한다. 일반범죄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된다. 작금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로 구성된다. 반면 ‘행정범죄’는 각종 행정규제 위반행위들 중
형사처벌이 부과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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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가 많다는 의미이다. 3) 그 이전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던 일반범죄는
2000년대에도 매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공공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범죄로 인지되는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세는 우려할만하다. 증
가율 평균이 2000년대 전체로는 4.6%이지만, 최근 4년간은 7%대를 훌쩍 넘
어 갔다.
형사정책적 시각에서 보자면, 특별히 일반범죄 및 강력흉악범죄의 가파른
증가현상이 일차적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
요하다.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억
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
게 범죄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잉규제 및 위
반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입법에 있다는 것이 김일중(2013)의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현재 법집행은 심각한 자원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
로 법집행이 이 규제범죄자들의 기소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체증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중(2013)에 의하면, 법원에서의 유죄판결인원이나 궁
극적으로 매년 양산되고 있는 전과자의 절대숫자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
할 때 매우 높다. 특별히 규제위반자들이 매해 증가되는 전과자의 대략 70%를
채우고 있다는 실험적 실증분석의 결과는 정책입안가나 학자 모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따라서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흥미롭게도 형벌 또한 규제와 매우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전자는 후자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의 성격을 띠지만, 두 공권력 모두 누군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동일한 규제내용 하에서, 그 규제의 수혜자는 가급
적 형벌을 도입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가령 경쟁자를 축출하여 지대를 창출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대를 확보하고자 형사절
차까지도 포획하려는 (규제집행자를 포함한) ‘특수이익집단’들의 유인 또한 지
극히 자연스럽게 예측된다. 전통적인 형벌의 대상(예: 살인, 역모, 강도, 강간,
폭행, 횡령 등)에 사용되던 수식어들(예: ‘잔인’, ‘파렴치’, ‘사회파괴적’, ‘비도
덕적’, ‘문란’ 등)을 일상의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규제
의 위반을 범죄화시키려고 한다. 또는 이미 형벌의 대상으로 된 행위에 대해서
도 그 처벌강도를 더 높이려는 각종 입법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무장된 규제기관은 무소불위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수반될수록 규제 집행과정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갖게 된다. 막대한 재량권은 금전적 및 비금
전적 편익으로 연결되므로 부패의 근원이 된다. 전술한대로 부패가 고착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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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작 준수되어야 할 규제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61)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과잉규제와 과잉형벌화는 대개 ‘동시 진행’된다
는 생각을 평소 강하게 갖고 있다. 과잉규제의 원인이 되었던 ‘배경과 힘’이
형벌화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를 많이
도입하고 형벌을 과하게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고자했던 사회의 각종 위
험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오히려 다수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정작 통제해야 할 위험들은 방치하고 있지 않는
가? 나아가 행정규제가 아닌 다른 법들의 집행(예: 흉악범죄의 억지)에서 체증
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은 법치라는 용어 자체를 경
시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
게 다가온다.
2. 규제개혁에 관한 오류
평소 필자가 생각해온 한국 규제개혁의 핵심 세부목표를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시장과 민간의 자율경쟁‧책임시스템을 통한 경제
효율성의 극대화, ② 규제로 창출되는 지대 또는 비합리적 규제에 대한 회피비
용 극소화를 위하여 그간 축적된 부패와 유착 고리의 근원적 단절, ③ 비필수
적 규제로 인한 정부자원의 낭비 극소화 및 정작 핵심재산권 보호효과가 큰
필수규제의 엄격집행 강화, ④ 글로벌시대를 맞아 선진외국의 제도 및 규범과
의 조화 제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대로 20여 년 동안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그간의 작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
에서 필자는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를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전문가 및 개혁추진 종사자는 물론 일반
61) 일반적으로 과잉범죄화 속에서 살아가는 경제주체들은 늘 불안하고, 억울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체계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 주지하듯 위해행위에 대한 ‘최후수단 또는 후방방어벽(last resort or as
back-stop)’이라고도 불리는 형벌은 가장 강력하고 낙인효과까지 동반하므로 예방적 질서를 위해서
가급적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불가피할 때 비로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일반
적 시각이다. 법경제학적으로 보아도 형벌이 비교우위를 갖는 위해행위의 그룹은 선별적이어야 한다
(김일중,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출현했던 무수한 종류의 범죄들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
상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외국에서도 많았다. 특히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을 꾀하면서 대략 20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규제범죄(regulatory crimes)’라는 이
름의 범죄유형이 급팽창하였다. 규제범죄의 창궐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규제범죄에 대한 과잉형벌
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0년대의 여러 실증결과를 보면 국제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의 현실은 지나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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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상당수가 규제개혁 작업의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확하거나
때론 편향적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편의상 ‘규제개혁에 관한 오류’
라 칭하고 네 가지만 요약한다.62)
첫 번째 오류는 ‘규제개혁 = 피규제자(예: 기업) 고충해결’이라는 사고방식
이다. 전술한대로 규제개혁의 세부목표 ①에서의 ‘민간’은 모든 시장참여자, 즉
일반국민이지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민간을 (물
론 특정 소비자단체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지만) 특정 기업 또는 업계와
동일한 집합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규제개혁을 특정 집단의 (단기적 또는 편향적) 고충을 처리하는 작
업이라고 오해하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된다. 경기침체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장효율성의 유지 또는 여타
시민들의 핵심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규제까지도
폐지하려는 주장들이 그 한 예이다. 가령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사들의 공시
규제는 적정수준에서63) 엄수되어야 하고, 반대로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크다
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규제 또한 사라져야 한다.
거듭, 규제는 본질적으로 민간 누군가의 재산권(property right)을 필연적
으로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김일중, 1995). 따라서 실제로 제한을 받는
다면 피규제자가 폐지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한한다
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폐지 여부의 잣대는
그 특정 집단만의 이해보다는 가능한 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순편익이 되어야
한다. 甲에게 100의 부담을 주던 규제를 풀게 되자, 이제 허용된 甲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乙(특히 국민일반)이 100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면 그 규
제의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乙의 피해가 200이라면 두말할 나위
가 없다.64)
62) 이하는 2000년대 중반 한국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
한 후 그 이후 몇 년간의 생각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첨언한 것이다. 놀랍게도, 당시 필자가 생각했던
오류의 큰 틀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특별히 셋째와 넷째 오류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
고 있는 듯하다.
63) 여기서의 ‘적정’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당사자간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Kim, 2008). 이렇게 ‘규
제와 책임원리의 병용(joint use of regulation and liability)’에 관한 더욱 자세한 법경제학적 논의
들은 Kim(forthcoming)에 설명되어 있다.
64) 아쉽게도 이제까지의 규제개혁 실적을 보면 이런 종류의 선심성 규제폐지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
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에게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한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경쟁집단 내지는 여타 시장참여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더 큰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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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관한 두 번째 오류는 ‘규제개혁 = 규제폐기’라는 인식이다. 이
는 첫 번째 오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놀랍게도 “규제개혁 = 규제

(숫자)의 극소화”라는 등식은 정치인, 개혁담당자 뿐만 아니라 학계나 민간 경
제계에도 의외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듯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모
든 정권에서 규제의 숫자 줄이기를 규제개혁의 성과로서 부각시켜 온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서 한 규제 조항이 갖는 구
속력, 사회편익, 또는 폐해는 모두 다르다. 하나의 모규제(예: 진입규제)가 존
재하는 한, 그 밑의 다수 자규제들을 폐기하는 작업은 별 의미가 없다. 때로는
엄청난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찬 규제 하나만으로
도 수십, 수백 개 규제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위 세부목표 ③에서 명기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 불필
요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규제는 줄이는 반면 정작 순편익이 큰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강화하는 등 정부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규제총량제와 같은 정책수단에 큰 의미
를 찾지 못한다. 규제의 물리적 숫자를 아는 것이 정책수행에 일부 참고는 되
겠지만 그것이 성과의 주요 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이 두 번째 오류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 = 규제방식의 합리화’가 더욱 정확한 인식이다.65) 물론
치의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코 이상적인 규제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규제개혁이
기보다는 특혜이며, 1960년대 이후 소위 개발시기동안 특정 집단을 위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던
시기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성은 물론 경제효율성까지 왜
곡시키게 된다.
65)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일차적으로 계층간 공정성을 해치게 되는 오류이고, 이 두 번
째 오류는 대체로 효율성까지도 저해하게 된다. 예컨대 본문의 앞 예에서, 이미 설정된 재산권분포에
서 ‘피해의 근원이 甲의 행위였다면’, 규제폐지로 인하여 설사 甲이 (100보다 큰) 200의 득을 보고
乙(경쟁자 또는 일반국민)이 100의 재산권 피해만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해법이 될 수는 없

다. 어떤 식으로든 甲이 乙에게 100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공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환언하면 이른바 ‘교정정의(corrective justice)’를 살리면서(김일
중, 2008), 직면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규제개혁의 목
표가 되어야 한다. 가령 만약 (다수로 구성된 그룹) 乙이 규제의 원인이었던 피해의 방지에서 비교우
위가 있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가 규명해냈다고 하자. 그 경우 규제를 폐기하면, 甲은 200의 득을 보
고 乙은 -100의 피해를 보게 되어 총부가가치가 100에 머문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乙로 하여금 50
의 비용이 드는 방식(예: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하고, 그 비용은 甲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대내거래비용을(Calabresi and Melamed, 1972) 없애주
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정성의 침해 없이 총부가가치가 150(= 200 - 50)이
되어 경제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규제방식을 모색하는 규제개혁 작업은 바로
이렇게 ‘배상을 시켜야 하나 아니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또는 (후자가 저렴하다면) ‘누가 방
지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하나?’ 등의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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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식을 합리화하는 작업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해당 분야 고급전문가들
몫이다. 가령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안전규제의 경우 그만큼 전문가들이 머리
를 모아야 한다.
세 번째로 필자가 자주 관찰하는 오류는 ‘사건․사고발생 → 규제강화론’이
다. 이는 서론에서도 지적한 문제로서, 규제(또는 규제개혁)와 시장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를 억제하겠
다고 애초 무리(내지는 무지)하게 도입한 면허‧입찰 등 관련 진입‧가격규제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커져서 이를 완화한 직후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무조건 규제완화 쪽으로 날아간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
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이 곧바로 규제완화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등장
한다. 어쩌면 질적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무리한 규제로 인하여, 부
실한 공사와 관리 행태가 축적되면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즉, 과거의 규제그물망이 사고의 주범인데, 정책당국이나 언론 등에서
그와 반대로 주장되는 것은 핵심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질 시간적 여유나 능력
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거 기득권적 규제체제에 익숙했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유사한 비판이 거세어지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전문성이
없는 국민들은 잘못된 인과관계를 진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흑백논리를 따르는 이러한 모순의 예는 산적해있다.
이 세 번째 오류 때문에 어렵게 완화시킨 규제가 재도입되거나 강화될 수 있
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있는 규제
개혁의 담당자들이 갖는 유인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세
번째 오류는 규제개혁 추진 담당자들이 소극적이거나 수세적 자세를 갖게 만든
다. 규제개혁은 그 속성상 상당히 힘든 작업이다. 규제는 피규제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부 (응집화된) 집단에게는 혜택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뭔가 흠결있는 규제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규제개
혁에 저항하는 그룹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컨대 규제완화에서 얻
게 되는 편익은 대개 장기적으로 실현될 것인데 반하여, 그 부작용처럼 인식되
는 민감한 현상들은 (초)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규제개혁에는
불확실성과 잠재적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과
관계에 대한 정확한 숙고 없이 쉽게 그 책임을 규제완화 쪽으로 돌려 버리면,
규제개혁 종사자들의 추진유인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추진종사자들의
책무성을 강조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책임으로부
터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균형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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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네 번째 오류는 ‘경제규제 폐기 & 사회규제 강
화’라는 구호이다. 역시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잘못된 명제를 수용하는
듯하다. 소득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하여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치안, 환
경, 안전, 위생 등의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해야 할 규제
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를 사회(적)규제라고 지칭하는 수준에서 일면 타당
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생산, 회사조직,
상거래, 금융, 가격, 임금, 통신 등 ‘경제(돈)’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야의
제한이 아니면 무조건 모두 사회규제라고 통칭하는 그릇된 관례가 정책입안가,
언론, 일반국민은 물론 학계에서도 빈번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적절한
관찰로 판단된다.
필자의 위 관찰이 맞다면 ‘경제규제 폐기 & 사회규제 강화’라는 구호는 오
류이다. 기업들의 입찰담합, 부당광고, 허위공시 등에 관련된 전형적인 경제규
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흔히 사회규제라고
불리는 것들 중 그 방식이 개선되거나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 또한 부지
기수라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흔히 사회규제라고 불리는 것들 중 어느 것 하
나 경제(즉, 돈)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별로 없다. 예컨대 교육, 예술, 전통문
화, 치안, 체육, 환경, 복지, 안전 등에 속하는 굵직한 규제 하나만으로도 천문
학적 액수의 돈과 직결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속칭 사회규제를 담당하는 부
처 및 산하규제기관들 주변에서 활약하는 무수한 숫자의 사업자단체들을 보라.
그들의 설립목적이나 실제 운용형태에서 경제적 유인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그들 역시 대부분 이익단체라고 불러도 별 무리
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규제(폐해)이론은 상기 단체들과 연관된 속칭 사
회규제 대부분에 적용된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사회규제들 중에
도 예컨대 지대를 창출하고, 경쟁을 막고, 국민일반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패와 유착을 낳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매우 쉽게 가능하
다. 거듭 소위 사회규제라고 구분되는 분야에도 실제로는 경제유인이 매우 강
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규제 폐기 & 사회규제 강화’라는 이분
법적 구분방식은 별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구분방식은 규제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방향설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66)
66) 속칭 사회규제를 다루는 부처의 장이나 고위관료들이 언론 등에서 표방하는 논리 중 가장 흔히 접하
는 것이 “우리는 사회규제를 다루므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거나 제외되어야 한다” 식의
주장이다.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는 경제문제와 연관있으나 경제체제의 근본을 다루므로 ...”
식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근본 또는 필수적 규제는 역시 속칭 경제규제를 다루는 모든 부처에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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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경제 대 사회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비필수규제 폐기 & 필수규제
강화’라는 구분방식의 실효성이 더욱 크다. 여기서의 ‘필수규제’는 헌법상 규정
된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한 규제를 일컫는다. 필수규제의
집합을 파악하는 작업이야말로 규제개혁의 핵심 밑그림을 제공할 것이며, 그야
말로 일화성 구호나 토의가 아닌 사계의 전문가들이 동참하여 고민하면서 그
집합을 추려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동어반복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안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개연성이 매우 높은 행위’들을 사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수규제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의 금
전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또한 이 필수규제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67) 이러한 필수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행위자의 고의성을 필요조
건으로 하지는 않으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방기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 된
다. 단지 몇 가지 예만 들면 총기소지, 개인금융정보관리, 보험사이행의무, 독
극물운반 및 관리, 안전사고 방지 및 사고처리 준비, 불량먹거리 유통, 정상영
업방해, 장기매매, 의료기록보호, 주식회사의 공시의무, 상품의 설명 및 광고,
학교폭력방지, 건설사 폭약물 사용, 전력․방송․가스․상수도 기간시설보호 등이
필수규제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위반하면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되, 특별히
가벌성(culpability)이 큰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김일중, 2012).
따라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규제는 상당히 많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 다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틈탄 ‘지
대추구 가능성’과 ‘규제자

재량’ 모두 극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즉, 이들

필수규제들 역시 ‘규제개혁 = 규제방식의 합리화’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를 포함하여 국내 많은 학자들이 규제혁파를 주창했던 대상에는
비필수규제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겠다. 그들 중 많은 것들은 폐기의
대상이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은 규제방식합리와의 대상이다. 거듭, 이들 비본
질적인 규제들은 속칭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67) 사적 이유에서의 침해는 당연히 억지되어야 하고, 설사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직접적 수용(taking)에 대해서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의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
의 경우 피규제자는 주로 공공기관들이 될 것이다. 한편, 아버지를 죽인 원수보다도 재산 뺏은 자를
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뭇 파격적인 말을 오래 전 어디에선가 읽었던 기억이 난다. 헌법학 분야에서
이제는 매우 유명한 용어로 자리잡은 Michelman(1967)의 ‘탈도덕화비용(demoralization costs)’은
공교롭게도 Machiavelli의 위 말을 정교하게 개념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맥락에서 필자는 금
전적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는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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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규제개혁에서의 사법부 역할
1.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 의한 규제개혁: 개관 및 기대
지난 20년 이상 모든 정권에서 규제개혁은 사회의 큰 화두가 되어 왔지만, 최
소한 규제개혁 작업의 추진주체로서 한국의 사법부가 진정한 조명을 받은 적
은 없었다.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최종보루로서 여과기능을

해주어야 한다” 식의 주장은 간간이 있었으나, 대개 기초담론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일일이 문헌조사를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설사 문헌이 존
재하더라도 규제개혁에 있어서 우리 법원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담론적 수준일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규제개혁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입법부의 역
할이 강조되었지만, 만들어진 규제에 대한 개혁보다는 애초 규제 입법과정에서
의 통제 부분에 주요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평가한다.
필자 개인적인 경우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김일중(1995) 등을 통하
여 사법부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가령 미국 법원의 사
법심사 기능들을 소개하였다.68) 좀더 시간이 흐른 뒤 김일중(2007) 또는
Kim(2008) 등에서는 효율적 규제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우리 사법부가 동참해
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규제개혁 작업의 주요
주체로서 사법부의 ‘실제동참’에 관한 구체적 형태나 향후 제반 필요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민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제III절 이하 논의는 여전히 다소 실
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69)
그런데, 역시 돌이켜 보면 우리 법원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보아 다분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든다. 법원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하되 동시에 입법재량과 행정재량을 존중한다는 삼권분립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규제법률 자체에 대한 엄격한 심판기능보다는 주어
진 법률의 해석에 충실하였고, 다만 그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량의
68) 예를 들어, 대체로 국민의 다수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소수의 권리
에 비중을 둘 수 있고, 또한 전향적이며 창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정책형성에 동참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규제개혁에도 동참할 수 있다
는 주장 등이었다 (김일중, 1995, pp. 270-310).
69)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 법원의 운용에 관하여 좀더 가까이 관찰하고 법원종사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들의 기본틀에 대한 확신이 커졌고 더욱 높
은 수준의 현실감은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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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함과 일탈에 대한 심판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이런 면에서 헌법재판소 또
한 대법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입법재량을 상당히 존중해왔다는 것이 중
론으로 보인다.70)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규제 자체의 위헌성이 현저하지 않
은 이상 실제 집행의 단계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 부당함, 내지는 각종 부패
성 행위들에 대해서도 심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법률과
그 하위법령 전반에 걸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라는 정책 분야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모두 적극적 자세를 보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
라는 사실은 일면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II절에서 언급한 비필수규제 및 더 나아가 전혀 필요
치 않은 규제들, 현재 규제자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규제능력․전문성’ 상으로
미루어 정상적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규제, 한편으론 피규제자들의 순응비용이
너무 높아 역시 집행이 힘든 규제, 집행과정에서의 자의적 재량과 일탈, 유착
과 비리 등 무수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적절한 통제를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작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위
험, 위협, 사회피해를 관리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무엇보다도 입법부는
태생적으로 ‘과잉입법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Benson and Kim, 2014).
‘19대 국회 1년 반 동안 의원입법 8,184건을 포함 8,684건의 법안 발의’ 식의
기사제목 등은 이러한 공공선택이론적 학술주장의 증거로는 이미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형에 가까운 현상이다. 또한 Benson and Kim(2014)에는 (입법부뿐
만 아니라) 행정부 역시 규제 관련 과잉입법은 물론 규제위반에 대해서 과잉범
죄화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무수한 숫자의 영향력있는 기존연구들을 방대하게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규제개혁에 관한 한 행정부는 규제자로서 자체
견제와 감시기능의 유인이 낮으며, 설사 문제점을 인지하더라도 해당 부처 및
정부에 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 문제점의 공론화를 기피하려는 유인이 크다.
이제까지 축적된 규제이론에 따르면, 악성규제들의 ‘정부 내’ 최고 수혜자는
70) 본고에서 우리 법원이 취해왔던 사법심사 소극주의의 정도 및 그 발원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할 생
각은 없다. 그러나 그간 소수의 문헌들이나마 섭렵해본 바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세워지기
이전 대법원을 정점으로 했던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체로 사법소극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김일중(2013)을 통하여 우리의 형벌제도 및 형사정책에 관하여 연
구하면서 접했던 여러 문헌들을 보면 그러한 결론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형법각칙과 형사특
별법에서 지나치게 가중된 법정형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는 전반적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한 형사처벌규정을 비롯
한 형사·사법제도의 여러 사안들이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분야임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소
극적 판례 경향도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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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를 주도한 정치인들과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이다. 이를 상기할 때,
규제개혁 작업을 행정부가 전담하거나 또는 그 추진을 위하여 입법부에 무조
건 큰 기대를 거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
다.
이에 반하여, 같은 정부부문에 속하지만 법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개된 절
차를 통하여 증거가 제시되고 주장이 교환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의 투명성이 보장된 절차를 통해 통제기제를 발동시킬 수 있다. 아울러 법관의
독립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각종 정치적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훨
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나아가 판결문공개 및 3심제도를 통하여 법원 내에
서 편의가 있는 판결에 대한 자정장치가 마련된다면 그 통제기제는 효율적으
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법관의 완벽한 독립성 및 법원 내 완벽한 자정장
치 등의 존재는 우리들의 이상적 전제이자 바람으로서 향후 계속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제학적 시각에 볼 때 법관들은 악성․저질규제
들을 존속시키려는 유인을 상대적으로 작게 가질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지극히 일탈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법관들이 이익집단들로부터 정기적인 정
치후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피규제기관 장으로의 전직이라는 개념
도 강하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71) 따라서 작업성격이나 근무형태로 보아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궁합은 잘 맞아 보인다.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이지만, ‘후방귀납(backward induction)’이 정부 3부 내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오늘 판결이 내일의 규제
입법 및 규제집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규제개혁이라는 정책영역에
서도 예측가능성과 함께 작동되는 후방귀납의 신호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다음 소절에서의 사례들에서도 보듯이 법원에서의 사법심사는 매우
유익한 규제 또는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의 제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정 규제를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존속할 것인가’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규제목적의 정당성을 넘어 그 방법론에 대한 숙고를 거치게 된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데, 그때
제시되는 ‘절실한’ 주장들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만큼 ‘옳은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커진다고 필자는 판단한다.72) 특히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하여 장
71) 이는 작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악성규제의 항상성
을 담보하려는 체계적 유인이 법관에게는 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72)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찬반론자들 간 ‘공방의 절실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규제개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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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선례들이 축적된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규제 또는 규제개혁을 위한 지침
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법부의 규제개혁 방식: 사례
가. 일반적 통제
규제개혁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포함)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이다. 편의상 ‘일반적 또는 규범적 통제’와 ‘구체적 또는 직접적 통제’로 구분
하여 설명해보자. 첫째 ‘일반적 또는 규범적 통제’는 이는 모든 재판에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제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각각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 규제 자체를 폐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법률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그리고 대통령령 및 기타 행정명령에 대해
서는 대법원에서 직접 위헌‧위법성을 판단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일례로서 지상파광고와 관련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었던 헌법소원 한 가
지를 보자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결정).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국내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국내외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설립된 주식회사였다. 당시 CATV나 위성방송, DMB 등에 대하여 방송광
고 판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상
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
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되 한국방송광고공사
가 출자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었다.73)
한편 청구인 회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 없이 설립된 주식회사였다.
업에 직접 참여해 본 필자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가령 위원회 형태에서의 토론은 소송에서의 다툼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절실하다. 물리적으로 숙고의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물론이지만, 제시되는 증
거들의 정확성이나 그를 판단하는 주체의 집중력이나 책무성 또한 재판에서보다는 전반적으로 떨어지
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안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든지 아
니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상당한 지적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이는
사람들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인의 문제로 보인다. 법적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히 규제
개혁을 하려는 자들의 유인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규제개혁 추진종사자들의 유인
이 중요하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73) 본문의 조항들은 방송법의 경우 2007. 1. 26. 개정된 법률 제8301호, 방송법시행령의 경우 2007. 8.
7.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19호에 각각 포함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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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방송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의해 청구인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서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이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 시장에서의 진입규제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구였다.
2008년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다. 그 결정
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대한 ‘제한적 경쟁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
양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
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
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
장에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헌재는 인식
하였다.
필자는 특히 다음의 헌재 판단에 주목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
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강조 추가) 즉, 헌재는 여타 ‘대체수단’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
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규정에서
흠결을 찾았다. 결국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74)
거듭, 해당 규제수단의 합리성에 초점을 둔 헌재의 논리를 눈여겨 볼 필요
가 있다.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에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
를 형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강조 추가)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지상
74) 과잉금지의 원칙은 다음의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규제의 맥락에서 재서술하면, 목
적이 정당화되더라도 그 규제의 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규제에 의하여 달성되는 법익에 상응하는 여
타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비로소 합리성을 가지게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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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단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
사로 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차별목

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한을 침해한다
고 보았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당장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유예
기간을 허용하였다. 즉,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지만(즉 잠정적 효력 유지), 늦
어도 2009년 12월 31까지는 위헌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75)
주지하듯 위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전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 기
간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간략히 표현하면 ‘영업권 침해 대 지상파방송 특수
성’이라는 두 주장이 오랜 기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이 결정이 그간 축적되어 온 진입규제 및 인위적 독점보호 관련
이론에 근거할 때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의 판단이었다는 평가만을 제시할 뿐,
다양한 집단과 학역에서 장기간 진행되었던 그 공방들을 본고에서 되풀이 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필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헌재가 인용
했던 주요 논리이다. 요컨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조항
들은 ‘과도한’ 규제였으며,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헌재의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논리는 앞서 제II.2절에서 필자
가 강조한 ‘규제개혁 = 규제방식의 합리화’ 주장과 일치하며, 결론적으로 헌재
는 이 결정을 통하여 규제개혁 작업을 한 것이다.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설사 정당성은 인정되
더라도 규제방식이 과도함을 보일 때 그 근거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만
큼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규제개혁 작업에서 사법부의 위헌‧위법성 심판이 갖는 실효성이다. 위 결
정이 나온 직후 지상파 광고대행업 시장에는 실로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들이
있었다고 추측하며, 그 각각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해당 전문가들의 몫이다.
그런데 만약 해당 진입규제의 개혁을 2006년 정치권이나 행정부 소속의 규제
개혁 담당부서에 맡겼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가시적 변화는 아직
75)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위헌결정에 의하여 관련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처럼 개정시한을 주어
개정을 권고하되 그 개정 이전까지는 위헌인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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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없었을 것으로 필자는 거의 확실하게 추측한다. 후술되는대로 헌재의
위헌결정에는 당연히 많은 부담이 따를 것이며 막중한 책임도 병행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득권(vested interests) 축적을 공고히 해 버
린 규제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로서 위헌심사의 실효성
은 명백히 증명되었다. 비록 그 결정을 하는데 비록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
요되었으나 무려 30년 긴 시간동안 축적된 기득권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나. 구체적 통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둘째 기능은 ‘구체적 또는 직접적 통
제’이다. 이는 규제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주로 행정소송을 통하는 방식이다.
즉, 규제법령에 반하는 규제자의 행정처분을 심리한 후 행정법원은 그의 취소
와 함께 무효확인을 선언할 수 있다.76) 주지하듯 이 방식은 구체적 행정처분
에 대한 통제라는 외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의 내용을 법령으로써 완벽
히 규정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개 공무원의 재량이 함께 작동되는 그
집행과정을 통하여 규제의 완벽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 무
효확인 청구소송은 일찍이 Becker and Stigler(1974)가 강조한 법집행 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행위(malfeasance)

또는

Breton

and

Wintrobe(1982)에서 강조한 지나친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억제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로서, 그러한 선례들을 축적해나감으로써 그 효과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규제법령들 자체를 겨냥한 일반적 통제
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일례로서 학원수강료 동결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
루었던 소송을 보자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8940 판결).
이 사건의 원고들은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과학 등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었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

청 교육장이었다. 피고가 속한 기관은 2010년 자체적으로 학원수강료 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수강료기준’이라는 잣대를 발표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들이 수강료를 인상하려고 하자 수강료를 동결시키는 내용의 수강료 조정
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인상폭이 과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76) 물론 규제집행 단계에서 공무원이 예컨대 수뢰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것이다. 또한 규
제행위와 관련한 부작용을 관계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작출해 낸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공무원 개인에
게 부여하는 사례도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 형사처벌이나 민사배상책
임보다는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 작업으로서의 행정소송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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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2011년 수강료 조정명령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구하였다.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또
는 교습소가 정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한 이 사건 각 수
강료가 2010년 학원수강료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아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다. 결국 위 법률규정
에 따른 수강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의 수강료 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행정처분을 무효
화하였다.
위 재판에서 수강료의 과다함을 입증하고 반박하는 여러 자료들이 오갔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원고들의 수강료 인상을 허용한 것 또는
피고의 행정처분을 무효화시킨 것 훨씬 이상의 함의를 준다. 즉, 표면적으로는
수강료의 과다함이 쟁송의 대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과다함을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으로서 피고가 내세운 ‘학원수강료기준’을 무력화하였다는 점에
서 이 판결이 갖는 규제개혁에 주는 함의가 크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만든
그 학원수강료기준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삼고 수강료의 과다함을 판단해 온
종래의 실무관행은 이제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
청이 나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수긍하더라도, 이렇
게 (자의적으로) 수강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학원영업의 기초인 수강료를 통제
하는 것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률적인 가격규제를 이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006헌마352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 재강
조하고 싶은 점은 법원이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식의 합리성을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인지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일정한 규제가 합리성을 띠고 사회 전
반에서 원만하게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주된 기준은 결국 (앞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비례원칙’의 준수 여부이다. 거듭
규제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규제가 합리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추
가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판결을 보면, 규제수단이 적절성을 가져
야 하고, 규제에 의하여 달성되는 법익에 상응하는 여타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
화되어야 비로소 합리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7) 이 판결에서
77) 이러한 우리 법원의 핵심원칙은 다음 제IV절에서 보듯이 Epstein 교수의 규제수용 이론과도 상당히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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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률적 가격규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특히 규제수단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판결의 주요 논리 역시 제II.2
절에서 강조한 ‘규제개혁 = 규제방식의 합리화’ 주장과 일치한다. 결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의 입법목적에 충실하여 지
나친 학원수강료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이제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른 합리
적 방식을 모색해야만 하도록 판결을 통해 유도한 것이다.78)

3. 규제개혁에서의 사법부 역할 강화를 위한 단상
전술한대로 우리 사법부는 사법심사에서 소극주의를 취해 왔다는 것이 중론이
다. 규제개혁이라는 정책 차원에서도 행정부에 압도적인 의존을 해왔으며, 입
법부의 중요성은 비교적 자주 강조되었으나 실제 역할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사법부에 의한 규제개혁 추진은 정책입안가와 학자들에 의하여 극히 간헐적으
로만 언급되어 왔을 뿐이다. 사법부 스스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적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소절들에서 보았듯이 규제개혁에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역할이 갖는 실효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이제
까지의 역할이 활발하지 않았던 원인 및 보완대책에 관하여 잠시 살펴본다.79)

가. 일반적 통제가 활발하지 않은 원인 및 대책
사법부가 특히 입법부나 행정부와 직결된 결정을 할 때 그리 자신감 있는 추
진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관찰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
법부 인원구성의 이른바 민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부담감이 자

78) 지면제약상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으나, 일반 법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의 구체적 통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모든 규제법령에는 위반시 부과되는 제재가
명기되어 있다. 김일중(2013)에 의하면, 전술한대로 한국에서는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이 매우 많고 규제범죄의 발생(즉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이 2000년대 전체범죄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특정 규제가 갖는 정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형사처벌 적용을 보수적
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규제의 효과를 경감시킬 수도 있다. 이른바 ‘관대성원칙’이라 불리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김일중․정기상(2014)을 참조할 수 있다.
79) 이들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평소 필자
의 생각과 법관들과의 대화에 근거한 논의들이므로 단상이라 명명할 정도의 논의들임을 밝힌다. 이들
에 대한 향후 정교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45 -

리잡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법관이나 재판관이 국민에 의하
여 직접 선출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일정한 정
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늘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가 본질
적으로 사후적 통제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은 부
담감이 사법소극주의의 근저에 깔려 있음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특별히 ‘일반적 또는 규범적 통제’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의 규정이 갖는
효력을 전면 배제한다는 절대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담
감이 좀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 실제로 다수의 결정에서 가령 “해당

쟁점은 입법의 영역 내에 있다”고 명기하며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구체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도 이러한 부담감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국가의 권력체계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타결방안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찾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
요될 것이다. 극히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사법적극주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동
일한 맥락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규제법령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신속하고 단
호한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물론 특정 규제영역에 대한 법관들의 전문성 미흡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
분이다. 규제의 영역이 워낙 방대하고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깊이도
점차 깊어져서 사회 일반의 모든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여야 하는 법관이나 재
판관들이 그 전문성을 두루 갖추는 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리과정에
서도 관계 규제행정청이 제출하는 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러한 자료가 편향성을 띨 경우에는 그 영향력을 배제한 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 행정청이 제출하는 자료에서 늘 정확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한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재판보조인력이 그 분야 재판에 좀더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 및 사무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 통제를
위하여 법관이나 재판관이 직접 사계의 전문가가 될 필요 또한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는 가령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
각이다.)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해당 분야의 기초지식 및 건전한 상식으로
써 제시된 증거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후, 확보된 증거들과 당사자
들의 항변들로부터 집합적 추론 및 논리구성을 통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다. 따라서 법관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책무성과 더불어 노력과
능력을 보완해주면 된다.80) 그런 맥락에서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를 더욱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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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동시에 분야별 재판자료 축적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또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개별적 통제가 활발하지 않은 원인 및 대책
법원의 개별적 통제에 관한 한 규제기관의 재량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
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구체적 내용 또는 방법 등
에 있어 (다른 일탈적 유인은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재량을 갖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상당수의 규제에서 그러
한 재량권을 애초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에서는 그 이상의 재량권이 발휘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재량행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어서 법리상의 제약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즉, 재량행위는 그 정의상 판단의 여지나 운용의 폭을 일정 정
도 인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이
르기 위해서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확신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탈 또는 남용은 그 자체로 특정 한계를 넘어가는
예외적 상황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따라서 법원이 그 예외적 상황을 선언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일반적 통제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의 무효
청구 소송에서도 규제행정청이 제출하는 자료나 항변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
향으로 편향성을 띨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
지만 이 경우에도 법관의 충분한 전문성 확보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통제의 영역에서도 법
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최소한의 기초지식에 더해지는 집합적
추론 및 논리구성 능력이기 때문이다.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보조인
력,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확대, 재판자료 축적 등 전문성 보완을 위한 기타 장
치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개별적 통제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소 생각하는 한 가지를 덧붙인다. 필자
가 주로 연구하는 소주제 분야들만 보더라도 작금 관련 행정소송 빈도수가 급
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작업에의 동참을 향후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각
80) 모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노력과 능력을 보완해주는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령 독극‧폐기물관리 규제를 심사한다고 해서 법관들이 해당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전술했던 지상파 방송광
고 대행사업 관련 규제를 논할 때 헌재의 재판관들이 방송 및 광고 분야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는 것
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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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행정부 인력에 대한 보강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에서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다. 다른 관할지역에서는 지방법원
이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총 11개의 합의부를 갖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역시 그 인력과 규모가 행정부 및 행정처분 규모의 거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아서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그런데 나머지 관할구역에서는 극소수의 행정
합의부만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81)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엄청난 빈도로
발생하는 규제관련 행정처분들을 적시에 사후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행정부 사건들이 갖는 광범위한 영역까지 고려하면,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좀더 장기간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부를 좀더 세분화하는 방
식(예: 공정거래, 공용수용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IV. 사법부의 규제개혁 작업과 규제수용이론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중요성
규제개혁 작업에서의 사법부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하기 앞서 본 소절에
서는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평소 필자의 헌정주의적 사고방식을 잠시 소개
하고자 한다. 전술한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처분 등에 대한 대
법원의 위헌‧위법심판권을 작동시키는 데에는 당연히 여러 헌법상의 조항들(및
그로부터 파생된 헌법적 원칙들)이 그 판단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제II절에서 논의한대로 ‘규제 = 민간재산권 제한’이라는 큰 틀에서,
그리고 ‘규제개혁 = 규제방식의 합리화’라는 맥락에서 헌법 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시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매우 중요하
다. 특히 국가가 민간의 재산권을 강제로 가져갈 때에는 반드시 ‘공공복리
(public interest)’와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이 전제돼야 함이 제3항
에 명시되어 있다. 필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제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한
다고 믿는다. 이는 규제개혁 작업도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에 입각한 논
81) 4개의 행정합의부를 운용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을 제외하고, 2개를 운용하는 소수의 지방법원(부산,
대구, 대전, 인천)이 있고, 나머지는 1개 이하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임용되는 판사들의 극
소수만이 행정법원에서 근무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법원 인사정책에서 다소 획기적인 변화가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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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실제 운용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Tullock 교수(1993, pp.
78-79)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민간재산권 제한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가령 도로를 내기 위해 甲의 땅을
강제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재산권의 부당한 제약은 토지 강제취득 이외
에도 그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가령 고도규제와 같이 甲이 자신의 토
지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甲의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토지를 물리적으로 빼앗아가는 경우를 ‘공용수용
(eminent domain 또는 takings)’이라 부르며, 민간 재산권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국가행위는 ‘공용제한 또는 규제수용(regulatory takings)’이라 일컫
는다. 이하에서는 규제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사법부가 실체적
차원에서 유익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Epstein 교수의 1985
년 저서(및 그 이후 여러 저작물)에 나온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수용논리에 관
한 평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다.82)
한 마디로 제23조 제3항은 국가와 민간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권침해 갈등
해결의 근본을 제공한다. 수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첫째는 공익을 위한 수용이어야 하며, 둘째는 정당보상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조항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듯 보일지 모르나 사
실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Epstein은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5조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에 기초한 이 공용수용이론이 정부의 모든 규제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83)
이상의 규범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Epstein은 법원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지침(workable formula)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상당수
82) 이하의 여섯 가지 숙고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이미 김일중(2007, pp. 82-88)에서 한 바 있다. 그 기
초설명에 기반하여 우리 법원의 위헌(또는 위법)심판 과정에 도움되려는 목적으로 대폭 재서술한 것
이다. <그림 1>의 초안은 김일중(2007, p. 85)에서 발췌하였다. 이러한 규제수용이론의 기초가 되는
공용수용법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한 방대한 연구결과는 김일중 외(2013)를 참조할 수
있다.
83) “공용수용에 대한 논리는 민간 재산의 소유, 사용, 및 양도를 규제하려는 정부행위에도 똑같이 적

용된다. 이러한 규제들이 무수히 사용되고 있다. 자신 토지에 타인이 진입해도 주인들을 속수무책
으로 만들어 버리는 규제들이 많다. 사용용도를 거주지, 상업지역, 산업지역 등으로 묶어 버리는
규제들도 많다. 자기 땅 안에서 특정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금지해버리는 규제들도 있다. ‧‧‧‧‧ 법적
인 정당성과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규제들이 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재산을 부분적으로 수용(partially taking)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규제들은
동질성을 보인다” (Epstein, 1985, pp. 110-111).

- 149 -

의 저서와 논문에서(대표적 예: Epstein, 1993a, 1993b, 2003 등) 이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pstein(1985, p. 31)은 법관이 거쳐야 할 몇 가
지 숙고과정을 설명한다. 이제까지 형성된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여 그 과
정을 <그림 1>에 여섯 단계로 표시하였다. 특정 규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
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법원에 제소되었는데, 그 과정
에서 재판부는 해당 규제의 ‘위헌성 심판’을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따라 대
법원에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대법원은 다음의 순서로 숙고하면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 심판도 대략 같은 순서를 따를 것이다.
2. 위헌성 심판에서의 여섯 단계 숙고: 규제수용이론
가. 첫 번째 숙고(RT1): 수용발생 여부의 검토
대법원의 첫 번째 숙고 단계는 과연 해당 규제에 따라 민간재산권의 수용이
발생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림 1>의 RT1에서 수용의 범위는 매우 넓
게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실 이는 Epstein 교수의 저서가 이룩한
가장 큰 공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무수한 정부행위가 사용‧수익‧양도
등 어떤 식으로든 재산권에 영향을 주었다면 (부분)수용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chs. 4-6). 예컨대 각종 가격‧진입규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
용규제(chs. 8, 16)에서부터 각종 세제(chs. 8, 18), 복지정책(ch. 19), 나아가
서는 불법행위상의 책임원리의 변동(chs. 8, 16)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
시키고 있다. 제II절에서 언급했던, 무수한 다른 종류의 정부규제들도 마찬가지
이다.
‘규제 = 민간재산권 제한’라는 법경제학적 정의를 상기한다면, 이 첫 번째
과정은 대부분 통과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재산권제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법원이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요청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민간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규제의 범주가 실로 매우 넓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이
있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없었다면 해당 심판은 종결된다.
나. 두 번째 숙고(RT 2): 공익성 여부의 검토
수용발생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규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대법원은
검토한다. Epstein에게 RT2에서의 공익을 위한 규제란 주로 공공재, 공유문
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chs. 12, 15). 필자 판단으로,
Epstein 교수는 ‘공익 제고 = 시장실패의 극복’이라는 항등식을 염두에 두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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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주지하듯, 공익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단일 정의는 태생적으로
도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다분히
반영하여) 필자는 공공성(publicness), 배분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및
공정성(fairness)의 ‘동시 만족’을 ‘공익성’의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김일중 외, 2013).84)
따라서 대법원은 입법재량이나 행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수긍할 것이 아니
라, 이러한 개념들을 숙지하여 규제의 공익성 충족 여부를 철저히 판별해야 한
다. 가령 제한된 그룹을 주로 위하자는 취지를 가지면서 재산권제한은 전혀 무
관한 집단에게 부과되고 있다면 해당 규제는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위헌확률
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규제는 폐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몇 십년
동안 공공선택이론에서 질타되어 왔던 특수이익집단을 위한 특혜성 규제들은
RT2에서 원칙상 걸러지게 된다. 반면, 제II절에서 논의되었던 국민의 안위나
금전적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규제들은 위헌심판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요컨대 ‘필수규제 강화’론이 사법부에 의해 인용되는 것이다.
다. 세 번째 숙고(RT3): 규제수단 합리성 여부의 검토
공익성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다음에는 규제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사
실 Epstein은 <그림 1>의 이 RT3을 위해 별도의 chapter를 할애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는 (비용이 일정할 때)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가능한 다양한 정책들 중 해당 규제가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의 목적이 정당화된다고 해서 그 수단이 자
동적으로 담보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단계는 ‘효율적 규제방식을 모
색’하는 과정이다. 이 검토순서가 <그림 1>에서와 같이 반드시 세 번째에 위치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규제개혁에서 최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제II절에서 지적된 ‘규제개혁 = 규제폐기’라는 오류도 알고 보면 RT3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특정 규제가 RT1 및
84) 해당 규제가 국민전체, 도시전체, 또는 지역전체 등과 같이 다수의 시민들 후생에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성 또는 공공필수성(public necessity)이며, 사회 내 자원이 각각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배분효율성이고, 규제로부터의 혜택과 피해는 비례성을 띠어야 하는데 만
약 후자가 전자보다 클 때에는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이다. 그러나 Epstein 교수의 숙고에
서, 먼저 공정성은 후술되는대로 정당보상에 관한 숙고(넷째와 다섯 번째 숙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
어진다. 한편, 배분효율성은 그의 저서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개념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고
에서는 여섯 번째 숙고로서 별도 논의한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상 공공성 또는
공공필수성을 따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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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2에서 정당화되더라도 그 방식이 잘못 되었다면 효율적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전규제의 경우 사고라는 위험과 직
결된 부분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부과해야 하고, 정보공시규제의 경우에도 투자
자 의사결정에 핵심이 되는 사항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각각 사고와 밀접한 인
과관계를 갖지 못하는 부문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경쟁사와의 경쟁전략 등까지
공시를 요구한다면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제를 회피하려고 추가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이 숙고과정은 제
III.2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우리 사법부가 위헌이나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매
우 중시하는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과 거의 동일하게 보
아도 무방하다. 생산기술은 물론 소비자의 선호 및 정보력이 급변하고 있는 만
큼 향후 규제개혁에서는 <그림 1>의 이 RT 3 및 RT 3' 과정이 큰 비중을 차
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법의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을 담당하는 규
제자들에게

전문성과

끊임없는

숙고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Kim,

forthcoming).85) 그리고 그 요구되는 전환(문제점)의 정도에 따라 대법원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의 형태로써 신호할 수 있다.
라. 네 번째 숙고(RT4): 경찰권능과 자발적 승낙 여부의 검토
다음은 ‘경찰권능(police power)’과 피규제자의 ‘승낙(consent)’에 관한 것이
다. 전술하였듯이 공용수용 조항에는 정당보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제수용
에서도 보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Epstein은 보상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민간의 명백한 불법행위
를 억제하기 위한 경찰권능으로서 규제를 할 때이다 (chs. 9, 10). 경찰권능은
국민의 주요 안위와 후생 증진을 위해 국가의 본연업무로서 주어진 통제권한
을 의미한다.86) 경찰권능의 범주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나,
높은 수준의 합리성(high standard of reasonability)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
85) 가령 경제주체들의 특정 행위 내지는 과실이 야기하는 피해규모가 다양하게 분포할 때, 기초 수준의
주의의무는 행정규제로써 유도하고 그 이상의 주의의무는 손해배상의무로써 확보하는 것이다. 손해배
상만 사용하면 여러 불완전성으로 과소주의의무가 나타나고, 규제만 사용한다면 상당수의 경제주체에
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규제와 책임원리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회후생
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Kim(forthcoming)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이러한 조합사용을 정당화시키는
상황들에 관한 연구들은 규제의 필요성을 이미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은 무조건 규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86) “[P]olice power is the capacity of the states to regulate behavior and enforce order within

their territory for the betterment of the health, safety, morals, and general welfare of their
inhabitants” (Encyclopedia Britan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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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자리 잡았다. 즉, 헌법에 의해 부여된 기본권의 보호에 부합되는 입법목
적의 테두리에서 부여되는 국가의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경찰권능이 비록
원래 영미법체계로부터 발현한 개념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법체계로의 적응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경
찰권능에 해당하는 규제인가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또다시 숙고가 필요하겠지
만, 개략적으로 보아 제II절에서 언급한 ‘필수규제’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 무방하다.
Epstein 교수에 의하면, 규제에 의한 재산권 수용이 명백히 발생하였다하
더라도 피규제자의 자발적 승낙이 있었을 때에도 보상을 면제할 수 있다 (ch.
11). 이러한 규제의 교과서적 사례는 지역주민들이 특정 자원의 과도사용이나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용규제를 국가에 오히려 청원하는 경우이
다. 천연기념물 또는 희귀종 동물 보호나 어류와 같은 자연자원의 남획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당장의 생활이나 채취활동에 지장을 주지
만 그러한 규제들이 공유의 비극을 막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규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을 유치하거나 재생가능한 자원체계(resource system)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승낙이나 전술한 경찰권능이 입증되면 해당 규제는 물
론 무보상이 정당화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림 1>의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일단 규제의 공익
성이 인정되면, 민간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이 강한 듯하
다.87) 따라서 향후 RT4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 다섯 번째 숙고(RT5): 묵시적 동종보상 여부의 검토
그 다음 숙고 역시 보상에 관한 추가 검토과정이다. 승낙이나 경찰권능이 입증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제로 인하여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피규제자에게 보상
이 돌아갔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chs. 13, 14). Epstein은 이러한 비금전적 보
상을 ‘묵시적 동종보상(implicit in-kind compensation)’이라 명명하였다.
Michelman(1967)에 의해 처음 논의된 이 개념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장기적으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국가가 피규제자에게 보상해줄
87) 규제로 인한 피해가 특별히 크지 않은 이상 보상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특별희생설’을 사용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지만, 이 통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및 특히 2000년대 이전의 대법원판결들을 보면, 개별 사건에의 적용이라는 현실문제에서 이 특별희생
의 범주에 관하여 제3자에게 명쾌한 지침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대표적인 예가 향후 도시개발을
위해 설정한 토지사용규제를 장기간 사용할 때인데,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들이 감수하는 피해를 대개
‘수인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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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pstein은

이를

이익의

상호성(reciprocity

of

advantages)으로 간주하면서, 피규제자에게 돌아가는 편익과 부담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특정 규제를 심판할 때 묵시적 동종보상은 매우 유익한 개념임에
틀림없다. 우선 총기소지규제나 불량먹거리 유통 억제를 위해 취해지는 규제들
처럼 앞서 언급한 이른바 필수규제들의 묵시적 동종보상은 대부분 명백하다.
하지만 묵시적 동종보상론 역시 자칫 잘못하면 특정 피규제자에게 위헌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비례적(disproportional)’ 부담을 지우
게 된다.88) 가령 특정 대도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변 지역을 갑자기 그린
벨트로 묶어버리는 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묶인 토지의 소유자들이 설사 환
경보호로부터 일정 수준의 혜택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혜택총량의 부담
은 모든 수혜자들이 비례적으로 부담해야 옳다.89) 작금 그 소송빈도가 높아지
고 있는 송배전시설과 관련된 규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전력공급시설이 국가의
기간시설임에 틀림없고 모든 국민들이 묵시적 동종보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송배전시설이 甲의 토지를 점유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위를 지나는 송
배전선로 때문에 甲의 행위들이 규제되거나 자기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
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명백한 수용이므로 보상
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甲이 불비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즉, RT5에서 묵시적 동종보상이 비례적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규제폐기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보상의무를
갖도록 대법원은 심판해야 한다.
바. 여섯 번째 숙고(RT6): 규제의 사회순편익 여부의 검토
대법원의 최종 숙고는 해당 규제의 사회순편익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Epstein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chapter에서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순편익
의 존재는 그의 저서 기저에 깔린 대전제라고 할 있다. 시장실패의 극복을 했
88) 따라서 Epstein 교수의 주장은 편익과 비용의 비례성을 철저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괴
리가 존재한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단순히 일부 편익이 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측면을

더욱 세밀히 따져보자’는 의미이다. 극단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공용수용의

경우라면 해당 공익사업으로 피수용자가 일부 혜택을 보더라도 수용자는 대개 그 토지에 대한 시가
전체를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Epstein은 공용수용을 통한 공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순편익 역시 (물론 사업시행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되) 피수용자들 토지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과실의 공동 향유’ 원칙이다 (Kim and Park, 2014).
89) 비례적으로 부담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수혜정도가 큰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제이며,
그 재원으로써 행위제한을 받게 된 주민들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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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사회순편익은 (+)일 것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규제로 인한 편익이 아무
리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각종 비용이 더욱 크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
미이다. 이 논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익성’ 요건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
(김일중 외, 2013). 따라서 규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야 하며, 이
는 작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또는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라고 부르는 과정과 일맥상통하다. 세 가
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사실 RT6은 <그림 1>의 RT4 및 RT5에서 ‘yes’라고 판단되는 경우
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RT4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경찰권능이나 자발적
승낙에 기인했다면, 논리적으로 보아 규제의 순편익이 (+)일 확률이 클 것이다.
또한 RT5에서도 묵시적 동종보상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역시 순편익이 (+)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편의상 RT 5의 ‘no’에 해당하는 흐름에
RT6을 표시하였다. 둘째, 설사 RT6에서 순편익이 (+)라고 해서 해당 규제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른바 RT1에서
시작하여 RT5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숙고과정을 이미 통과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언하면

‘사회순편익 > 0’은 규제수용이 정당화되는 충분조건

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공용수용의 논리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이
다 (김일중 외, 2013).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소위 Kaldor-Hicks (정태
적) 경제효율성 기준을 혹시라도 규제수용의 충분조건으로 사용하게 되면 편익
과 비용의 비례성은 이미 상실하고, 대개는 일부 집단의 사적 이익만을 위한
악성 규제들이 창궐하게 된다. 셋째,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규제의 영향평가를 하다보면 편익은 과다계상되고 비용은 과소계상되는 경향
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편익은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비
용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규제를 도입하
려는 측에서의 능동적 노력에 의하여 이 현상이 증폭되는 개연성도 높다. 또
한, 금전적 편익과 비용의 계상이 가능한 일부 규제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단
순화된 정량적 환산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가 필
요한 부분으로서 전문성 제고 및 전문가 활용 노력이 절실하다.90)
90) 가령 대형마트 휴일업무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가령 대형마트의 단기 손실액이 그대로 소
규모상인들에게 옮겨 감으로써 골목상권유지라는 해당 규제의 편익을 내세우는 식의 논리나 평가방식
은 거의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여러 점검 포인트들에 직면하게 된다. 핵심은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
이 취할 대체행위들이다. 지면제약상 논의를 축소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손실액이 그대로 이
전된다는 가정은 그야말로 희망일 뿐이다. 더불어 비록 일정 부분이 이전되더라도 골목상권의 생존력
이 담보되지도 않으며, 해당 규제에 관련된 소비자층을 비롯한 각종 집단에 미친 비용 또한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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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세월호 참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매우 많은 숫자의 안전규제들이 만들어져 있었
으나, 가장 기본적인 규제들마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여
기서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물론 준수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규제당국자
들이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행하지 않았던 원인들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원인은 규제당국, 규제집행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은 민간단체들, 그리고 피규제자들 사이의 은밀한 유착에 있다. 필수적
인 규제들은 물론이고 지키지도 못할 엉터리 규제들을 관료들이 잔뜩 만들어
놓고, 퇴임 후 민간단체들로 전직하여 규제라는 엄청난 지렛대를 악용하여 호
의호식하는 메커니즘은 전문성보다는 부패활성화기제(corruption-facilitating
mechanism)이다 (Cho and Kim, 2002). 나아가, 언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빈번히 지적되었지만, 가령 인천-제주간 선반운행의 독점권, 진입규제 역시
세월호 참사를 불러 온 근본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참사의 근본원
인은 규제와 그를 둘러싼 먹이사슬에 있다.

파악해봐야 할 것이다. 설사 비정량화 상태라 하더라도 이들에 관한 법원의 논리적 추론이 어쩌면 무
책임한 숫자들의 나열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 상기 여러 점검포인트들 각
각에 대해서는 이제야 그간 축적된 자료로써 전문가들의 정교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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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규제에 대한 위헌심판의 숙고 단계: 규제수용 논리의 적용

no

RT1:
수용 발생?
(전체 또는 부분)

yes
RT2:
공익 목적의 규제?

no

규제 폐기
(위헌)

(공공성 & 배분효율성)

yes
RT3:
규제 수단의 합리성?

no

RT3´:
규제 방식 전환 가능?
(예: 2006헌마352)

yes

yes

(보상 배상 부재의 주장에 대해)
규제 정당

yes

(합헌)

no

규제 방식
전환

RT4:
경찰권능 or
자발적 승낙?

no
yes

no
no

RT5:
묵시적 동종보상?

RT6:
사회순편익 > 0?

yes
규제 유지
& 정당보상 (부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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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지지부진했던 지난 20여년
의 규제개혁 성과를 보면서, 본고에서 향후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았다. 거듭 우리 사법부가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
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심판권으로
써 이미 충분하다. 또한 헌재, 대법원, 행정법원 등에서의 최근 사례를 보면
매우 전향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다만, 사법적극주의를 좀더 지향하려는 원천
적인 노력에 더하여, 현재 법원이 직면한 심각한 인적‧물적 자원제약을 해소시
킬 수 있는 정책적 고려 및 그를 위해 향후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논하다 보니 필자의 머릿속에서
결국 핵심으로 부각되는 문헌이 있다. 공용수용에 관한 Michelman 교수의
1967년 고전논문이다. 소재는 공용수용이었으나, 전술한대로 규제(수용)에 대
해서도 그의 이론은 거의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주지하듯 그 이론에서는 정
당화되지 못하는 규제들로 인한 피규제자들이 갖게 되는 소위 ‘탈도덕화비용
(demoralization costs)’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피규제자와 그의
동조자들이 갖는 억울함이나 분노 등은 물론, 투자위축이나 생산중단 등과 같
이 향후 이들이 취할 각종 비생산적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비용들을 포괄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논문 말미에 이러한 탈도덕화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논하면서 Michelman은 결국 정치시장 내지는 공공선택과정과 연계하여 논의
를 전개한 바 있다. 그는 우선 ‘공정성장치(fairness machine)’의 개념을 소개
하였다(Michelman, 1967, p. 1246).
공정성장치는 부당한 규제(수용)가 발생하면 점증하는 탈도덕화비용 때문에
정치시장 내에서 그를 교정하기 위한 절차(예: 입법단계 상의 각종 제도적 장
치들)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구조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런 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사법심사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재산권보호를 위한 이러한 구조적 장치가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원
에 의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이를 ‘공정성훈련(fairness
discipline)’의 기제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공정성훈련 기제는 다른 조건이 일
정할 때 중앙보다는 덜 경쟁적인 지방정치시장(및 행정부처들)에 의한 입법적
활동에 더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치시장(즉, 국회)
역시 태생적으로 과잉입법의 유인을 갖고 있는 만큼(Benson and Kim,
2014), 그리고 작금 한국에서 국회를 통한 양산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각종 규
제입법들을 고려할 때, 사법심사라는 Michelman의 공정성장치는 중앙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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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론하고 지금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향후 사법부 역
할에 대한 기대가 사뭇 크며,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조치들을 다양하
게 모색할 시점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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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s,

2,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토론문
홍완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대개의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
는데, 발표자의 글에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
는 것은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입법부는 법률의 입법권한91)이 있고, 행정부
는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의 입법권한92)이 있기 때
문에, 법률이나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규제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93)에서는 규제가 법령의 형태
로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법부는 단지 대법원예규 등 소송이나 법
원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한정적인 사항만을 입법할 권한94)이 있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보면 규제를 입법(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도 위헌인 법
률과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을 무효로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효력이 있기 때
문에, 부분적으로 입법(폐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규제를 폐지하
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사법부도 제한적이나마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1) 헌법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92)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3)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
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94) 헌법 제108조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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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법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재산권’, ‘규제’, ‘특별법범죄(행정범죄)’
등의 개념이나 용어사용에 다름이 있으며, 사법부의 ‘일반적 통제’ 내지 ‘구체
적 통제’의 용어도 법학분야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Ⅱ. 규제의 폐해와 규제개혁의 핵심개념
발표자는 ‘비필수규제 폐기 & 필수규제 강화’ 구분방식의 실효성이 크다고 하
면서, “필수규제는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
한 규제를 일컫는다”고 한다. 필수규제에 대한 부연설명에서 “‘국민안위에 치
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개연성이 매우 높은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수규제”이고 “‘국민의 금전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또한
이 필수규제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필
수적이지도 않은 규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
을 것이다. 또한 “비본질적인 규제들은 속칭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러한 개념정의와 부연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비필수
적’ 혹은 ‘비본질적’인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즉, ‘필수규제와
비필수규제’ 혹은 ‘본질규제와 비본질규제’를 구분하기 위한 또 다른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정도로, 이러한 구분이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규제
개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비유하자면,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를 구분하여 나쁜 규제를 없애고 좋은 규제는 유지하자는 것
과 유사한 설명이지 않을까 한다. 즉, ‘비필수규제 폐기 & 필수규제 강화’의
구분이 규제정책의 방향성이나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이러한 구분 그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틈탄 ‘지대추구 가능성’과 ‘규제
자 재량’ 모두 극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에도 충분한 공감이
간다. 그러나 ‘지대추구 가능성’과 ‘규제자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집행
자(규제집행자)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될 정도로 상세한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
는 것이 법학에서 ‘재량의 0으로의 수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재
량을 최소화할 정도의 상세한 규정(그것이 법률이건 시행령·시행규칙이건, 고
시 이건)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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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개혁에서의 사법부 역할
“한국 사회에서 규제개혁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는 설명
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국회와 행정부 및 법원에 배
분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법정주의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규제가 법률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설정이나 폐지
는 실질적으로 행정입법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규제개혁도 당연히 대통령
과 행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입법(제
정·개정·폐지)을 통한 규제개혁이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는 규제개혁의 주체가
되었거나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규제개혁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논의는 발표자도 스
스로 “다소 실험적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듯이, 구조적으로 혹은 제도의 본질
상 규제개혁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법 적극주의’를 통한 사
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발표자가 ‘일반적 통제’ 사
례로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을
통해서 “헌재는 이 결정을 통하여 규제개혁 작업을 한 것”과 ‘구체적 통제’로
서 제시한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8940)을 통
해서 학원 수강료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규제를 이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규제개혁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예로서 적절하다고 본다.
토론자도 ‘규제개혁과 입법정책’이라는 글에서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여
야 한다는 맥락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
다. “규제의 목적은 정당하여야 하며 규제수단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의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에서는 규제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규제와 경쟁의 관계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
다. 정부는 1976년부터는 자도소주구입제도(1976. 6. 24. 국세청훈령 제534호)
를 시행하였고, 1981년에는 400여개의 소주업체를 10개 업체로 통합·축소하였
다.95) 자도소주구입제도는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
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경쟁을 억제하고 소주
95) 자도소주구입제도라는 규제를 ‘훈령’의 형식으로 하는 것과 국가가 소주업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통합·축소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당시에는 정치환경과 헌법재판기능의 비활성
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국가활동에 대한 위헌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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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현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
회가 1990. 5.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도소주구입제도를 1991년말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자도소주구입제도는 주세
법의 개정으로 재도입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개정으로 재도입된 자도소구구입명령제도의 근거규정은 1996년 12월 26
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다.96)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국민보건과 재정의 확보를 위한 주세보전을 목적으로
하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제도, 음주허용연령의 법적 규제, 광고
의 규제, 판매시간의 규제 등 각 나라마다 국민의 음주습관과 사회·문화적 여
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제수단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
류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폭넓은 국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자는 주류에 대하여 "국민보건"과 "세수확보"를 위한 규제에 있
어서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
러나 소주판매업자가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도소주로
구입하도록 하는 구입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지방소주제조업자에게 경쟁으
로부터의 면제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의 능력과 관계없이
구입명령제도를 통하여 확보되고 유지되는 현상태에 안주하는 결과를 가져오
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구입명령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한 채
지역 나누어먹기 식의 지역할거주의로 자리잡게 하고, 그로써 지방소주업체들
이 각 도마다 최소한 50%의 지역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하여 지역 독과점적
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한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경쟁이 본래의 기능을
읽고, 경쟁을 통하여 얻으려는 효과는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지방소주업체를 경쟁으로부터 직접 보호함
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
지하고 촉진하려는 목적인 "독과점규제"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규
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규제목적은 정당할 수 있지만 규제수단이 주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규제
는 우리 헌법질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렇게 규제의 목적과 그에 합당한 규제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의 목적은 정당한지, 규제의 수단은 규제
96)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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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지,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적은
규제수단이 선택되었는지,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용성과 손실 사이에 합리
적인 균형관계가 있는지 등은 기존규제의 완화나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있어
서도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97)
Ⅳ. 사법부의 규제개혁 작업과 규제수용 이론
Ⅱ에서 “흥미롭게도 형벌 또한 규제와 매우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전자는 후
자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의 성격을 띠지만, 두 공권력 모두 누군
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규제가 반드시 누군가의 ‘재산권’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의 기본권의 한 종류일 뿐이고, 규제는 누군가의 ‘여
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에서
‘규제 = 민간재산권 제한’의 등식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규제가 재산
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지만, 규제는 보다 포괄적인 권리의 제한을 의미한다는 점이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에서의 분석이 헌법적 틀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다. 다만, ‘규제 = 민간재산권 제한’이라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한다면, ‘재
산권 제한에 관한 규제개혁’ 논의로는 적합하지만,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논의
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V. 맺음말
사법부도 규제개혁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법 적극주의’를 통
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
나 사법 적극주의의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사
법 적극주의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사
법적극주의 vs 사법소극주의’의 논쟁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주장이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제도나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제도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은 규제에 관한 법령이 합헌
적인지 및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크다고 본다.

97) 홍완식,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34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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