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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입법과 사법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하여
견제와 균형관계에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법규범

으로 엄격한 권력분립을 강조하는 반면에 영국을 원
형(原型)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는

권력

간의 융합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의 제정과 해석·적용이라는 각자의 기능을 보다 충
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협력할 필요성

II. 입법과 사법의 전통적 권력분립관계

또한 있다. 특히 국가법체계 작용의 일관체제 관점에

1. 입법과 사법의 권력분립관계

서는 법체계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내재적 협력관

입법권과 사법권의 권력분립문제는 근대입헌주

계 또한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부와 사법

의 성립과정의 연혁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집행

부 간의 입법정보와 사법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법률

권과의 대척적인 관계에서 논의되었으며, 때문에

정보협력을 통하여 국가법체계의 완성도 제고와 각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행정부와의 관계에 비

기관의 고유기능 충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호혜적인

하여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협력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국가법

으로 규범적·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법부와 사법부

체계의 작용과정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및 사법

간의 권력분립적 한계 및 각 기관의 현실적 제약 등

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비해 다소 간접적인 관계에 있

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최적의

기 때문에 양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이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안의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특성이 있다. 다만, 입
법권의 강화에 따라 규범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제2장 입법과 사법의 관계
제1절 입법과 사법의 전통적 권력분립관계

사회 문제의 해결을 사법과정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
법화’ 현상의 심화로 사법부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
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통제 필요성 또한 증대

I.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력분립이론은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
시켜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2.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권력분립관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관계는 제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기구의 구성원리로서 그

헌헌법 때부터 헌법 규정에 따른 다양한 통제수단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가진 원리라기보다는 궁극적으

통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할

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

수 있다. 입법부는 입법권 및 예산안 심사권 등을 통

를 지닌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사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통제수
단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도 입법부의 주요기능인

권력분립이론의 구체적 실현형태는 각국의 국가발
전 과정과 정치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입법활동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등 강력한 규범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원형(原型)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는 상대적

2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이러한 견제기능

적 기능이 강조된 입헌주의적 원칙이지만, 다른 한편

수행에 따른 긴장관계의 발생은 비교적 간헐적이었으

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국가기능을 적합한 국가기

며 대체로 큰 현안과 갈등이 없는 관계이었다고 할

관에 배분하는 전문화된 분업원리라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뢰벤슈타인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등과 같은 현대적

정점으로 한 행정권이 입법과 사법을 사실상 지배하

권력분립이론도 권력분립을 기능의 분립으로 보고 권

는 우월한 행정국가체제였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

력행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분업의 원리로

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뿐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원칙은 분화

만 아니라 양자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또한 많지 않은

된 국가권력의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기는 하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이른바

나, 이것이 반드시 국가기능의 고립된 분절화를 의미

민주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국회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존립목적 달성이라는 본질

사법부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양자의 관계는

적 목적체계하에서 분화된 국가권력 간의 협력 필요

예전과는 다른 본격적인 권력분립관계의 양태를 갖추

성 또한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내재적 협력관계는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적 기능인 자
유보장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

제2절 입법과 사법의 협력관계

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I. 권력분립관계의 재조명
1. 권력분립이론의 한계와 변용
권력분립이론은 자유국가적 국가원리로서 권력의
집중과 남용에 의한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체제를 민주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권
력의 기계적 분립에 의한 국가작용의 분절화를 초래
하여 국가의 기능단위간 유기적 연계성을 약화시킴으
로써 국가작용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특
히 민주주의의 보편화, 정당국가화 경향, 현대복지국
가의 대두, 사회의 다원화 및 전문화, 사법국가화 현
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근대적 권력분립이론이 형
성될 당시의 전제적 환경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면서 종래의 기계적이며 획일적인 권력분립 관념을

II. 입법과 사법의 협력관계
1. 입법과 사법의 내재적 협력관계
입법과 사법의 관계 역시 권력분립관계에 내포된
내재적 협력관계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와 사
법부는 임명동의나 탄핵 등과 같이 기관의 구성이나
고유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협동을 통하여 작용하
도록 제도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국
가법체계 작용의 일관체제 관점에서도 사법은 입법과
정에서 정립된 법규범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판단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은 사법과정의 준거가 되는
법규범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상호 완결적이고 보완적
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권력분립관계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협력관계는 입법부
와 사법부의 의사결정구조가 행정부의 ‘일원적 단독

2. 분립된 권력의 내재적 협력관계
권력분립이론은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자유보장

행위’와 달리 각각 ‘다원적 합동행위’와 ‘다원적 단독
행위’의 양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협력관
계에서 우려되는 권력적 동조화와 권력집중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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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 수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성을 위하여 연계되거나 조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 작용은 양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의사결정구조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다원적인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서 정당성이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국가법체계의 구조 및 작용과정

2.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협력관계
입법부와 사법부는 다양한 협력수단을 통하여 협력
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입법부는 입법권과 예산권
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협력적 작용을 하고 있다. 사
법부도 입법의견 제출과 판례정보의 환류 등을 통하
여 입법부에 대하여 협력적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
다.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체로 비교적 상
호갈등이 부각되지 않는 평온한 기능적 관계를 바탕
으로 일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협력적 소통의 구체적 기대효과
이러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협
력은 입법의사(立法意思)와 법률해석(法律解釋)의 인
식오차를 축소시킴으로써 민주적 정치과정인 입법과
정과 법치주의에 따른 사법과정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체계 작용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가

제3장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 필요성
제1절 개 관
I.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연계적 소통 필요성
1. 국가법체계의 협력적 작용을 위한 소통

법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I. 정보협력의 효용성
1.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은 상호이해의 증

국가의 법체계는 국가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질서의

진을 통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통제비용과 같은 사회

총체로서 국가구성원간 이념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각 기관의 정보자원의 부존량

공동체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목적적 체계

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법체계는 동태적 측면에

대할 수 있다.

서 ‘규범형성 작용’, ‘규범의 수범 및 집행 작용’ 및
‘규범분쟁의 해결과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일관체제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법체계의 각 작용은

2. 정보재의 비경합적 특성과 파레토 개선(Pareto
改善) 가능성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동선의 증진이라는 국가공동체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은 협력대상

의 공동목적에 기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이 비경합적인 정보재(情報材)라는 점에서 협력작용

작용과 사법작용 역시 가급적 국가법체계의 공동목적

을 통한 정보의 이전이 각자의 권능과 정보자원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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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반영된 민주적 의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

양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인 파

로써 사법작용과 사법산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

레토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 필요성
I. 입법정보 활용을 통한 사법산출(司法産出)의
개선
1. 사법산출체계(司法産出體系)의 효율성 제고
사법부의 입장에서 입법부와의 법률정보협력을 통한
입법정보 활용의 확대는 사법산출체계의 산출(output)
을 개선하고, 투입(input) 측면의 비용을 감소시킴으
로써 사법산출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먼저 사법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입법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사법산출체계에서 정보자원의 부존량
을 증대시켜 규범의 실체와 입법자의 의도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사법산출인 재판결과의 정확성
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정책입법의 증가로 생소한 내용의 법규범이 많아지는
현대국가의 입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법과정에 있
어 입법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법과정의 입법정보 활용 확대는 재판규범의
해석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법과정의 비용과 정책부
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법정보의
활용 확대는 법규범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의 부
족이나 법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석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사법산출(司法産出)의 민주성 제고
입법정보 활용은 사법과정에서 재판규범의 형성에

입법권 및 행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행사 역
시 궁극적으로 민주적 의사에 기반한 국가작용이어야
하나, 개별적인 재판행위 하나 하나가 직접적으로 민
주적 의사에 반응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수의 횡포’로 인한 ‘민주주의
의 실패’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종의 자기보
험적 제도로서 민주주의체제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절
연적 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법산출의 민주성은 개별적인 사법
산출의 민주성 및 반응성보다는 재판규범의 민주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보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재
판규범의 민주성은 재판규범에 내재된 민주적 의사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과 충실한 순응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규범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입법
정보의 활용에 대하여는 법률의 해석방법론에 따라 견
해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입법자의사설(立法者意思
說)에 따른 해석방법이 법률의사설(法律意思說)의 경우
보다 입법정보의 활용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언주의(textualism), 의도주의(intentionalism), 목
적주의(purposivism) 중에서는 의도주의와 목적주의
에 따른 법률해석방법론이 입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리적
해석을 우선으로 하되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기 않은 경
우 논리적·체계적 해석, 역사적·주관적 해석, 목적론
적·객관론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사용하
는 것으로 보이며, 법률해석에 있어서 입법정보의 활용
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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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법정보의 환류를 통한 재판규범의 개선

제공은 이러한 갈등적 상황을 초래하지 않고 입법의

1. 재판규범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해석부담의 완화

사와 규범해석의 괴리를 완화함으로써 민주적 입법의

사법과정에서 현출된 입법개선사항을 입법과정에

사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는

환류하는 것은 재판규범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결과적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될 수 있다.

으로 사법부의 해석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2. 사법재량의 적정화를 통한 입법권의 실질화
입법정보의 충실한 제공은 법규범의 불명확성을 완

2. 법률적 불확실성의 완화를 통한 쟁송의 감소 유도

화하고 입법의사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여 법원의 사

입법개선정보의 환류를 통한 재판규범의 완성도 제

법재량을 적정화함으로써 입법권의 실질화에 기여할

고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축소하여 쟁송의 발생가능성

수 있다. 사법재량은 입법기술적 한계 및 정치과정상

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의 원인으로 인한 의도적 사법재량과 입법자가 예상

기대할 수 있다.

하지 못한 입법기술상 한계나 법률언어의 의사소통상
한계로 인한 비의도적 사법재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제3절 입법부의 법률정보협력 필요성
I. 민주적 입법의사의 재판규범력 강화
1. 입법의사와 법규범 해석의 괴리 완화

데, 과도한 사법재량은 삼권분립원칙과 국민주권주의
와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정보협력을 통하
여 사법재량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은 입법부가 제정
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사법부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입법의사와 규범해석의 괴리를 완화하고 민주적 입법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사법과정에 반영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입법의사와 규범해석의 괴리는 입법자와 해석자 간
의사소통의 한계 또는 양자의 정책지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이 중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괴리는
법률에 사용되는 언어의 기호체계상 한계와 소통과정
의 한계로 인하여 입법자와 법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성이 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의사와 법규범 해석의 괴리는
법원과 의회 사이의 갈등적 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재판결과를 번복하기 위한 의회의 대응입법이 대표적

II. 입법개선정보의 환류를 통한 입법완성도 제고
1. 입법의 자기교정기능 강화
사법과정에서 현출된 입법개선정보를 입법과정에
환류하는 것은 입법에 대한 교정정보를 제공하고
입법의사결정의 일반·추상적 판단을 보완하여 입
법의 자기교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내
실화 및 법규범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 인식오차의 축소를 통한 입법완성도 제고
재판과정에서 발견한 입법개선사항의 환류는 입법
자와 법관 사이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법문에 대한 인식오차와 쟁송가능성에 대한 인식오차
를 축소함으로써 입법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정보의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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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정보협력 현황

응답율을 보였으며, ‘내용의 불명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2.47%에 이르고 있어 입법정보의 충실도 측

제1절 입법정보협력 현황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

I. 입법정보의 제공 및 활용 현황

인다.

1. 입법정보의 제공현황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입법정보자료로는 법률안, 법

나. 정보접근의 어려움

률안 검토보고서, 법률안 심사보고서, 회의록 및 기

또한 입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도 문제점으로

타자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국회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입법정보에 대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회 회의록정보시스템 등을 통

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응답자

하여 제공되고 있다.

는 56.16%로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와 관련한 면접조사에서는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가

2. 사법부의 입법정보 활용현황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의 소재에 대해 정확히 모르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입법정보가 사법부에 체계적

는 경우 정보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으로 전달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검색하여

다. 입법의사 주체의 불명확성

활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

입법정보의 사법과정 활용에 가장 큰 제약요인 중

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법관의 85.63%가 국회의 입

하나는 입법자의 단일한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

법자료를 참고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국회 의

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법관

안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자료를 취

의 16.1%가 ‘입법주체의 다원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

득하였다는 응답이 84.01%를 차지하여 주로 인터넷

에 입법자료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한계

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입법자료를 활용하는

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자료 중 법률안, 위원회 심
사보고서, 위원회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참고하였다

라. 입법과정의 문제점

는 응답이 각각 60% 이상으로서 높은 편이었으며,

입법정보의 문제점은 단순히 입법정보의 생산 및

참고한 입법자료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54.08%가 유

전달체계의 문제점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용하다고

적으로 입법정보가 생산되는 입법과정의 문제점에 상

답변하였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4.69%이었다.

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 체
계적으로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II. 입법정보협력의 문제점
1. 입법정보 제공과정의 문제점

않는다면 사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원천
적으로 생성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입법정보의 정보량 및 충실도 부족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응

2. 입법정보 활용과정의 문제점

답 법관 292명 중 68.64%가 ‘정보량의 불충분’을 입

가.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법정보 이용의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사법과정에서 입법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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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입법정보의 소재와 정보접근 경로를 정확히

복사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언론보도나 이해관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입법

계자가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판례정보를 통하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나,

환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면접조사 결과 복수의 법관이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
의 부족이 적합한 입법정보를 찾는 데 애로요인으로

나. 법원의 입법의견 제출

작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특히 최근 입법

법원의 입법의견 제출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안(代案)을 통

에 따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재판절차, 등기, 가족

한 입법의 경우 대안폐기된 법률안과 최종적으로 입

관계 등록 등에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의견을 국회

법화된 법률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러한 제도적 절차와 관련

겪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참고로 제19대 국회의 경우

없이 법원이 각종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경

통과 법률안 중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법률안의 비율

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

은 43.49%에 달하였다.

원장의 입법의견 제출은 1994년 동 제도 도입 이후
총 4건이며, 이 중 2건은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되

나. 업무부담으로 인한 입법정보 활용 제약

었다.

사법과정에서 입법정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는 법관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을 들

다.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의 정보교류 현황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재판업무에 입법

대법원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이유로 26.83%의 법관이 ‘시

에 대한 심사결과는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라 정부

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에는 통보되고 있으나, 국회법 제98
조의2에 따라 행정입법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에

제2절 사법정보협력 현황
I. 사법정보의 제공 및 활용 현황
1. 법원의 사법정보 제공 및 활용현황
가. 판례정보의 입법과정 환류현황
법원의 판례정보는 입법과정에 환류되어 입법의 계
기가 되거나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판례정보의 환류경로는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법원도
서관이 매월 발간하는 판례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판례정보가 국회에 전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
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정보이용자가 확정된 판결서를 열람 및

는 관련 정보가 교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
고로 2008년 이후 대법원의 헌법·법률 위반 규칙·
명령의 행정안전부장관 통보건수는 모두 16건이다.

2. 헌법재판소의 사법정보 제공 및 활용 현황
가. 헌법재판정보의 환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통한 법
률에 대한 위헌결정 및 변형결정이 있는 경우 종국결
정의 결과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국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 송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16일부터는 국회법 제58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종국결정의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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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재판소의 입법의견 제출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에 따라 헌
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 등 헌법재판

나. 위헌법률 정보의 입법반영 지연

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변형결정은 법률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절차에

구체적인 규범통제로서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환류가

따른 의견제출 외에도 각종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

정치적 요인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

법재판소장의 입법의견 제출은 2003년 동 제도 도입

고 있다. 2018년 12월 28일 현재 국회에 통보된 위

이후 단 한 건만 있었다.

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중 20개 법률 20개 조항
(위헌 10건, 헌법불합치 20건)이 미개정 상태이며,

II. 사법정보협력의 문제점
1. 판례정보 환류체계의 미흡

헌법불합치 결정 20건 중 4건은 개정시한이 도과하
였으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 체계적인 법원 판례정보 환류체제의 부재
입법과정에 환류된 판례정보는 입법에 상당한 영향

2. 입법개선정보 전달체계의 한계

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판례정보의

가. 입법의견 제출제도의 한계

환류체제는 사실상 부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제출은 1994년 동 제도 도입

원도서관의 판례공보는 국회에 총 23부만 배부되고

이후 4건에 불과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입법개선에 실

있어 배부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판례만

질적으로 기여하는 환류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한계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서

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된 실적도

인터넷열람서비스를 통한 판례정보의 환류도 이용자

2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입

의 적극적인 검색행위가 있어야 하며 실제 인지도가

법의견의 제출범위도 사법행정 및 재판절차 등 법원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판례정보 환류

소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법원 내 의사결

체제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을 과정을 거치는 높은 공식성 때문에 일상적인 사
법과정에서 발견되는 입법개선사항이 환류되는 데에

또한 판례정보의 이용측면에서도 판례정보 환류의

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높은 공식성으로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입법과정 종사자의 업무

인하여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정보환

부담에 따른 ‘시간의 부족’으로 판례정보의 이용이 제

류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판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이 정보이용의 근원적인 제

헌법재판소장의 입법의견 제출 또한 제출범위가 헌

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설문조

법재판소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될 뿐만 아

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관등의 35.2%가 ‘시

니라, 2003년 동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입법의

간의 부족’으로 판례정보를 참고하지 않게 된다는 답

견만 제출되었으며, 입법반영실적도 미미하여 실효적

변을 하였으며, 22.96%는 ‘관련 판례의 존재 자체를

인 입법개선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모른다’는 것을 판례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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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입법개선의견 제출의 한계

회 심사단계에서 실질적인 입법의사결정이 이루어지

그 밖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되

는 미국의회의 입법과정상 특징과 2) 입법과정의 전

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의견은 법원이나

모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위원회보고서의 체계적이고

헌법재판소의 기관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국회에

망라적인 내용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주종을 이루고 있
어 일상적인 재판과정에서 발견되는 입법개선사항을
효과적으로 환류하는 경로로는 한계가 있다.

위원회보고서에는 법률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 법률안에 대한 입법
평가 및 분석(비용추계, 규제영향평가, 성과목표 등),

3. 기타 - 행정입법 통제정보에 대한 협력 부재

소수의견 및 행정부의 의견 등 위원회 심사과정의 주

법원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결정에 대한 정보

요한 입법정보들이 다양한 항목에 기재된다.

가 입법부와 교류되지 못함으로써 사법과정에서 생성
된 정보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역량 강화에 생산적

2. 미국의 입법정보 활용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다.

가. 미국의 입법정보 사용 연혁
건국 초기 미국의 해석관행은 입법연혁자료를 적극

제5장 외국의 법률정보협력 사례
제1절 입법정보의 협력사례

적으로 활용하는 편은 아니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에는 보통법체계의 완결성을 강조한 고전적 법사상의
대두와 함께 “plain meaning rule”에 따른 문언주의

I. 미국의 입법정보 협력

적 해석원리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1.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정보 제공

이 시기에도 입법연혁자료의 사용이 전혀 없지는 않

미국 의회의 입법정보는 주로 의회 내부 구성원과

았으나 그 빈도는 다소 산발적인 편이었다.

일반 대중에게 Congress.gov라는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데, 입법정보 중 법원

그러던 중 종래의 문언중심적 해석론에 대한 비판에

및 법률실무가들이 법률해석을 위하여 이용하는 정보

영향을 받아 목적주의가 실무에 영향을 미치면서

는 통상 “입법연혁자료(legislative history)”라고 지

1930년대부터 입법연혁자료가 해석수단으로 사용되었

칭된다.

으며, 1940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제정법에 사용된 용
어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어떠한 도움도 배제하지

미국 의회의 입법정보 중 법률해석에 사용되는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plain meaning rule”이 폐

입법연혁자료로는 대표적으로 위원회보고서(comm

기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입법연혁자료의 사용은 오랜

ittee report)가 있으며, 이외에 법률안(bill), 청

기간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1970년

문자료(hearing), 회의록(congressional record)

대는 입법연혁자료를 중시한 의도주의가 정점에 이르

및 기타자료가 있다.

던 시기로 평가되었다.

이 중 위원회보고서는 입법연혁자료 중 가장 신뢰
성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위원

나. 신문언주의의 비판
이처럼 입법연혁자료를 중시하는 해석방법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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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법현실주의 및 공공선택이론 등에 기반한 비판이

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된 입법정보는 영국의회 홈페

계속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Antonin

이지의 법률안 및 입법(Bills & Legislation) 항목을

Scalia 대법관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문언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법률안별 정보는 1) 법률안

의(New Textualism)가 태동하게 되었다.

의 심의단계와 2) 법률안 문서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
공된다. 이 중 법률안 문서 정보는 ① 의회제정법률

신문언주의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만 주목

(Act of Parliament), ② 법률안(Bills), ③ 해설자료

해야 하며 입법연혁자료와 같은 외부의 증거자료를

(explanatory notes), ④ 위임권한에 대한 의견서

해석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Delegated Powers Memoranda), ⑤ 수정안 문서

근본주의적 해석방법론이다. 이들은 입법연혁자료를

(Amendment Papers), ⑥ 수정안의 채택(Selection

통하여 법관이 입법의사를 추출하는 것을 민주적 정

of Amendments), ⑦ 공법안심사위원회 및 심사보

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았으며, 의회 내 단일한 입

고 단계의 의사록(Public Bill Committee and re-

법의사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입법연

port stage proceedings), ⑧ 설명서(Briefing

혁자료의 왜곡 가능성을 거론하며 입법연혁자료의 신

Papers), ⑨ 도서관 자료(Library Note), ⑩ 장관의

뢰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였다.

서면답변(Will write letters)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다. 활발한 입법연혁자료(legislative history)
이용의 원인
Scalia 대법관 등의 주장은 미국 법조계에 큰 영향

이외에도 영국 의회는 회의경과를 요약적으로 정리
한 의사록(Journal)과 의회에서의 발언을 기록한 회
의록(Hansard)을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을 주었지만, 입법연혁자료(legislative history)는 여
전히 미국 법원의 법률 해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2. 영국의 입법정보 활용

있다. Brudney의 연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5년

가. 법원의 소극적 입법정보 활용

까지 미국 대법원의 노동 및 고용사건과 조세사건에

영국 법원의 입법정보 활용은 미국에 비하여 상대

대한 결정 145건 중 64.8%인 94건이 입법연혁자료를

적으로 소극적인 편으로서 그 원인은 1) 법원의 문언

인용하였다. 이처럼 미국 법원이 입법연혁자료를 활발

중심적 해석관행과 2) 영국의 입법과정상 특성에서

하게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첫째 의도주의와 목적주의

찾을 수 있다.

등 해석방법론의 영향, 둘째 연합과 제휴 및 협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회 입법과정 중심의 다원화된 정

먼저 영국 법원은 1992년의 Pepper v. Hart 재판

책구조, 셋째 위원회보고서 등 입법연혁자료의 상대적

이전에는 의회의 의사기록을 법률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유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해석관행은 1) 헌법원칙

II. 영국의 입법정보 협력

상 제한과 2) 실무적인 애로사항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1. 영국의회의 입법정보 제공

헌법원칙상으로는 법원이 의회의 의사기록을 검토하는

영국 의회의 입법정보 제공은 주로 영국의회 홈페

것은 의회의 토론과 의사진행이 탄핵이나 사법책임으

이지나 영국정부의 법제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식으

로부터 보호된다는 권리장전 제9조에 위배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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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개별 의원의 발언을 법원이 입법의도로 간주하는

한 각료들의 진술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주권과 법률을 해석하는 법
원의 권한을 혼동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도 일반 국민

III. 독일의 입법정보 협력

및 법률 실무가들이 회의록과 같이 즉시적인 활용에 제

1. 독일의 입법정보 제공

약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므로 입

독일의 입법정보는 연방의회의 본회의 관련 정보의

법자료를 해석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경우 공개가 원칙이나 상임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이 널리 통용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

비공개로 진행된다. 독일의 입법정보는 인터넷을 통
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연방의회(Bundestag)와

또한 의원내각제 정부구조에서 비롯된 정부주도의
일원적인 입법과정 또한 소극적인 입법자료 활용의

연방참사원(Bundesrat)의 공동정보시스템인 DIP 시
스템을 통하여 제공된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정당을 매개로 행정
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의

DIP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입법정보 중 법률안

원내각제 국가로서 실질적인 입법의사결정이 의회의

별로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1) 입법과정에 관한 기본

심의과정보다는 정부의 내각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

정보(Basisinformationen über den Vorgang), 2)

가 많으며,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의사와 다른

주요내용(Inhalt), 3) 주요색인어(Schlagwörter), 4)

다원적 의사가 반영되는 빈도도 미국에 비해 상대적

심사경과(Vorgangsablauf)로 구성된다.

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의회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입법자료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 중 입법과정에 관한 기본정보(Basisinformationen

편으로서 의회의 입법자료보다는 정부가 작성한 백서

über den Vorgang)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입법문서

나 설명자료가 입법의도를 파악하는 데 보다 유용한

(Wichtige Drucksachen)는 연방참사원 제출법안, 연

경우가 많다.

방의회 제출법안, 위원회 의결권고 및 보고서 등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정보를 수록한 입법자료이다.

나. Pepper v. Hart 이후의 입법정보 활용
1992년의 Pepper v. Hart 판결은 이러한 법원의

이 중 법률안은 1) 표제부(Vorblatt), 2) 법률안

소극적인 입법정보 활용관행에 변화를 야기한 기념비

(Gesetzentwurf), 3) 입법이유서(Begründung)로

적 사건으로서 이 판결을 계기로 영국 법원은 2세기

구성되는데, 표제부는 법률안의 기본적인 사항과 개

이상 지속되었던 배제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혁파하였

괄적인 입법평가 부분으로 구성되며, 법률의 제정문

다. 이 결과 Brundney의 연구에 의하면 1995년부터

또는 개정문으로 이루어진 법률안 다음에는 입법이유

2005년까지 당시 사법권을 행사하던 영국 상원이 결

서가 첨부된다. 입법이유서(Begründung)는 독일 입

정한 591건 중 9.8%인 58건이 입법연혁자료를 인용

법문서 중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입

하는 등 동 판결 이후 입법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는

법이유를 설명한 총론과 조문별 입법이유를 기술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의 이유를 비교적 상

법연혁자료의 활용은 미국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하게 제시한다.

저조한 편이며, 주로 참고가 되는 것도 의회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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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결권고 및 보고서(Beschlussempfehlung

1. 미국 연방정부의 사법정보 협력

und Bericht)는 의회 내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를

미국의 사법정보 협력은 엄격한 권력분립관계의 기

반영하여 연방의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문서로서 1) 표

조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

제부, 2) 의결권고(Beschlussempfehlung) 및 3) 보

적 협력관계는 연방법원의 권한을 사건과 법적 분쟁

고서(Berich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의결권고 부분

에 대한 결정에만 국한된다고 규정한 연방헌법 제3조

에는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 등 위원회의 권고내용이

를 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한

기재되며, 보고서 부분에는 심사경과 등과 함께 위원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 수정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다. 이외에 독일
연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속기방식으로 기록한 회의록

가. 연방사법회의의 정보협력

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미국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정책 및 사

2. 독일의 입법정보 활용 - 입법이유의 상세한
제공 및 활용
독일의 경우 법률을 해석하거나 법률의 흠결을 보

법행정에 관한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사법부 또는
사법절차와 관련된 입법안을 제안하거나 의회에 제출
된 사법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충하는 방법에 대한 실정법적 제한은 거의 없는 편으
로서 통상 Friedrich-Carl von Savigny가 주창한

나. Statutory Housekeeping Project

전통적 법률해석방법론에 따라서 1) 문리적 해석, 2)

Statutory Housekeeping Project는 미국 연방항

논리적·체계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4) 목적적 해

소법원이 제정법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기술적 오류

석의 방법론을 사용하며, 법률해석에 있어 입법정보

에 대한 의견을 연방의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프

의 활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로그램으로서 제출된 의견은 구속력 있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나 의회 입법과정이나 법제관 교육과정에

또한 독일의 입법정보는 입법과정 각 단계의 정보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 Project는 1992년 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이유서 등

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7년 재도입된 이래 사법부

을 통하여 입법주체의 입법의사가 명확히 표현되기 때

와 입법부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문에 법률해석에 유용하고 신뢰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법원의 참여도나 의회

상세한 내용의 입법이유서 첨부는 독일 연방정부가 행

의 활용도 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

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입법이유서는 입

가 있다.

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
며, 실제로 독일의 판례에서는 입법이유서를 인용하여

다.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정보의 환류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회 제정 법률에 대한 사법심
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통제작용이기는 하나, 사

제2절 사법정보의 협력사례
I. 미국의 사법정보 협력

법심사 정보가 입법과정에 환류되는 측면에서는 정보
협력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 이래 2017년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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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사건 수는 모두 246건이다.

나. 법령개정위원회(Law Revision Commission)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법령개정위원회(Law Revision

2. 미국 주정부의 사법정보 협력

Commision)가 법관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거나 법

미국 주정부 차원의 사법정보 협력은 연방정부의

원의 의견을 의회에 전달함으로써 사법부의 의견을 입

그것에 비하여 비교적 권력분립원칙의 제한을 적게

법과정에 반영하는 경로로 기능한다.

받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
는 연방헌법 제3조의 규정이 주법원에는 적용되지 않

다. 기타 사법정보 전달체계

을 뿐만 아니라 주법원 법관의 정책과정 관여는 연방

이외에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

법관의 그것에 비하여 금기시되지 않는 문화와 관행

으로 법원의 제정법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의회에 전

이 있기 때문이다.

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Mississipi주 등과 같이 법원

가.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이 직접 의회에 보고하는 유형, 2) Oklahoma주 등과

법원의 권고적 의견이 헌법 제3조의 해석에 따라

같이 주법무장관 등 행정부의 기관이 의회에 보고하는

엄격히 금지되는 연방정부와 상당수의 주와 달리

유형, 3) Minnesota주 등과 같이 의회의 기관이 직접

Colorado주 등 10개 주에서는 법원의 권고적 의견이

정보를 수집하고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유형이 있다.

주 헌법이나 제정법 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허용된
다. 법원의 권고적 의견은 주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

II. 영국의 사법정보 협력

나 대개 주지사나 주의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중대

1. 영국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한 문제’와 ‘엄중한 상황’에 한하여 법관 개인 의견의

영국의 사법부는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만

형식으로 제시한다.

의회주권원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법
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

이러한 법원의 권고적 의견은 법원의 전문적 역량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

을 입법과정에 활용하여 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활동에 관여하는 정보제공이나 의견표명도 거의 없으

아니라 사전적 규범심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후적

며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 사법심사를 통한 규범통제작용보다 효율적인 장점

다만 기관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법제위원회(Law

이 있다. 그러나 법원의 권고적 의견은 구체적 사실

Commission)에 참여하여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관계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않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원칙에 위협을 가할 소지
가 있고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

2. 법제위원회(Law Commission)를 통한 정보협력

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민주적 정치과

영국의 법제위원회(Law Commission)는 법령 개

정이 아닌 전문적인 법관의 판단이 작용하는 사법과

혁의 촉진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기구

정을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대중의

로서 영국 내에 지역별(England & Wales, Scotland

요구를 차단하는 부작용 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및 Northern Ireland) 법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
며, 각 법제위원회는 5인의 위원 중 법관을 위원장으

14

로 선임하거나 법관을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연방대법원의

다. 법제위원회는 법령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정부에

경우 이러한 법률안 제출권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

권고하며 정부는 이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입법에

사하는 편으로서 2018년에도 4건의 법률안을 연방의

반영하고 있다.

회에 제출하였다.

III. 독일의 사법정보 협력
1. 연방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정보의 환류

2. 스웨덴 입법심의회의 입법의견 제시
스웨덴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법관 또는 최고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정보는 입법과정

원 및 최고행정법원의 대법관(필요시 전직 대법관 포

에 환류되어 입법에 영향을 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

함)등으로 구성되는 입법심의회(Lagrådet, Council

소의 규범통제는 사건이 전제되는 구체적 규범통제뿐

on Legislation)가 정부 또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법

만 아니라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

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 4분의 1 이상이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추상적

최근에는 매년 100여건 이상의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

규범통제도 가능하다.

하여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 비공식적인 사법정보 환류

3. 노르웨이 대법원의 입법의견 제시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정보의 환

노르웨이 대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사

류 이외에 사법정보가 입법과정에 공식적으로 환류되

법심사를 통하여 규범통제정보를 의회에 환류하기도

는 절차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의

하지만, 노르웨이 헌법 제83조에 따라 의회의 요청이

견은 다양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입법에 영향을

있는 경우 법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 법원의 판례정보는 입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대법원에 대한 의견요청제

법과정에 환류되어 입법의 계기 등이 되기도 한다.

도는 1945년 이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하
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학술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3절 소결: 외국 정보협력사례의 시사점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입

I. 입법정보 협력사례의 시사점

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외에 정부부처인 연방법
무 및 소비자보호부가 입법과 사법에 관한 연구성과
를 공개하고 입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법정보를 입
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입법정보의 협력 양태는 각국의 권력분립관계와 정
치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비교적 일원적
인 정치구조와 입법과정을 가진 국가의 경우 입법의
사가 상대적으로 명확히 표출되고 입법정보 협력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의 경우 법

IV. 기타 국가의 사법정보협력

률안과 위원회 권고 및 보고서에 첨부되는 입법이유

1. 러시아 사법부의 소관 관련 입법안 제출권 등

서가 입법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러시아 연방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연방헌법

써 정보협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입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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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법정보 협력사례의 시사점

협력의 가시적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태에

입법정보의 협력 양태 또한 각국의 권력분립관계

서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많은 협력비용이 요구된다

및 정치구조와 법률문화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

면 법률정보협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나, 비교적 공통적인 태도는 권력분립관계에 대하여

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법정보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정보협력의 자제적 태도는 권력

II. 입법·사법 정보협력의 모형

분립관계에 대한 주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1. 정보협력의 유형과 정보협력모형

공정한 심판자로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이해상충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보협력 유형을 정보협력의 제

제거와 편견의 배제 필요성에도 비롯되는 것으로 보

도화 여부와 일원화 여부에 따라 2차원적 분석모형을

인다.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장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 증진방안
입법·사법 정보협력모형의 유형

제1절 정보협력의 제약요인과 협력모형
I. 정보협력의 제약요인
1. 권력분립적 한계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은 그 필요성이 인
정됨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입법정보나 판례정보와 같이 객관
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가 아닌 입법개선의견과 같은
주관적 의견이 개재된 정보의 경우는 이러한 권력분
립관계에 따른 제약이 가중될 수 있다.

2. 상호이해도의 저조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의 제약요인 중 하
나는 상호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상호이해의
부족은 상대방의 작용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
로 협력의 동기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상대방이 산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정보의 활용
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협력비용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에 투입되는 자원
과 노력 또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법률정보

정보협력의
일원화
(강한 기관성
및 공식성)
정보협력의
다원화
(약한 기관성
및 공식성)

제도적 협력

비제도적 협력

(높은 규범성)

(낮은 규범성)

Ⅰ. 일원적 제도화 협력
(대법원의 입법의견 제출,

Ⅱ. 일원적 비제도화 협력
(제도화되지 않은

Advisory Opinion)

Ⅲ. 다원적 제도화 협력
(Law Commission)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Ⅳ. 다원적 비제도화 협력
(Statutory
Housekeeping)

2. 상황적합적 정보협력모형
정보협력모형 중 일의적으로 바람직한 정보협력모
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협력 환경과 정보의 속성
에 따라 적합한 정보협력모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입법정보협력의 경우 입법정보의 성격이 입법과정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가치중립적 정보라
는 점에서 높은 규범성과 강한 기관성을 가진 일원적
제도화 협력모형이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정보협력 중 입법개선의견 같은 경우에는 권력분립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다원적 비제도화 협력모형이 보
다 적합할 수 있다. 사법정보 중 사법과정에서 생성
된 가치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판례정보의 경우에는
일원적 제도화 협력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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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법부의 법률정보협력 강화

류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 입법정보 제공의 활성화
1. 입법정보의 충실화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입법정보의 충실도를
높여 사법부에 입법의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양이 충분하고 질적으
로도 정보가치와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서 독일의 입법정보 사례는 입법정보와 입법과정의
충실도 측면에서 비중있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사법부와의 비제도적 소통 활성화
공식적인 경로 이외에 사법부와 법률해석 및 입법
개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심포지엄이나 세
미나 등 비제도적인 소통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 강화
I. 사법정보 제공의 활성화

특히 독일의 입법이유서와 같이 입법의 구체적 목적

1. 새로운 입법개선의견 제출절차의 도입

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입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법률의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류하여 입법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입법주체의 불명확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법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Statutory

보의 공식성을 강화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

Housekeeping Project와 같이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성도 있다.

발견한 입법개선사항을 입법과정에 환류시키는 새로
운 의견개진절차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

2. 입법과정의 개선

운 입법개선의견 제출 절차는 권력분립문제의 민감성

입법정보의 충실화는 입법정보의 생산 및 유통체계

을 감안하여 가급적 다원화된 비제도화 협력모형에

의 개선으로만 달성될 수 없고 보다 근원적인 영향을

따라 재판과정에서 발견한 입법개선사항을 법관 개인

미치는 입법과정의 구조적 개선이 함께 강구되어야

명의의 참고자료 형식으로 국회에 송부하는 방식이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적정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수요관리 및 심사역량의 강화와 함께 입법심사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입법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

2. 판례정보 환류체제의 개선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원제 하 상임위

판례정보의 체계적인 환류체제 구축을 위하여 개선

원회 중심주의 운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메일

과정의 숙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다각적

등 전자적 방식의 전달체제를 이용하여 판례정보에

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색인 작성 등을 통하여
판례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고하는 방안

II. 사법정보 이용의 활성화

이 필요하다.

1. 판례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강화
판례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재판과정의 판례정보가 입법과정에 유용한 정보로 환

3. 행정입법 통제정보의 제공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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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통지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역량 강화에

절제된 협력을 추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 입법정보 이용의 활성화
1. 입법정보 활용교육의 강화
사법과정의 입법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
법정보에 대한 활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활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과정
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법관 연수
과정 등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입법정보 전달체계의 전문화
법관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으로 입법정
보의 활용이 제약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내
에 입법정보에 전문화된 사서요원 또는 조사요원을
확충하여 입법정보 검색을 전문화하는 등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유연한 저부담 정보협력체제 구축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은 권력분립적 한계와
각 기관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과 협
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부담의 정보협력체제로
부터 시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7장 결론: 상호이해와 절제된 협력의 추구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은 국가법체계의 완성
도 제고와 각 기관의 고유기능 충실화에 기여할 수 있
는 호혜적 협력방안으로서 국가공동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사장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상대방
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상대방의 고유영역에 대한 간섭
내지 침해가 발생할 경우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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