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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성

중 탁*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입법의 폭증으로 여러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
는데, 가장 큰 지적이 의원입법의 부실함과 낮은 가결률로 인한 입법의 비효율성
이다. 이로 인해, 의원발의 법률안을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시행중인 사전심사제(Preliminary
Review System)는 일부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이전
에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당 내 정책심의기구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법안만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만한 제도이다. 일본 여당
의 법안 사전심사제도는 필수절차라는 점, 정부안뿐만 아니라 의원안도 심사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국 의회보다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더 강화하였다. 사전심사
단계의 법안 취사선택을 통해 심사대상 건수 자체를 감축함으로써 의회의 법안심
사 부담을 현저하게 감축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폭
증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일본의 사전심
사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은 발의
직후부터 관련 정부 부처와 법제처에 의무적으로 회람시키고, 졸속입법을 방지하
기 위하여 최소한 3 6개월의 사전심의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입법부와 행
정부 간의 법률발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법제처 등으로 하여금 국
회 법률입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설정하여 정부가 국회의 의사일
정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국회 입법전문위원의 법안심의과
정과 법제처의 당해 법령 심의단계에서 국회와 정부의 법안심의에 대한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고, 정당을 매개로 하여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와 국회를 연결지
우는 제도적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만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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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중의원(衆議院, 하원), 참의원
(參議院, 상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 4년의 중의원은 전체 의원 465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의 결정에 의한 해산이 가능하다. 해산 없이 임기 6
년이 보장된 참의원은 의원정수 248명으로, 3년에 한 번씩 절반을 교체하는 선
거를 실시한다.1) 1946년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일본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메이지(明治)헌법 하에서 국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제국의회와
는 달리, 현행 일본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무능론’의 회의적 시각도 다수 있
다. 이 견해는 일본의 경우 법률제정이 거의 내각 등 정부 관료조직에 맡겨져
있고, 내각 제출법안이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에 의
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등 서구에서도 ‘의회의 쇠퇴’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다. 일본의 국회무능론 역시 그러한 경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의회의 쇠
퇴’ 현상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일반적으로,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관료제의
대두, 정당국가화 현상에 따른 정부, 여당 수뇌부로의 권력집중, 협조주의 관행

코퍼라티즘)에 의한 사회적 이익과 관료제의 결합에 따른 ‘의회우회 현상’이라
는 세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인에 더하여 일본의 ‘무력
한 국회’에 대한 특수한 원인으로서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료지배’와 ‘자민당
장기 단독정권’에 의해서 야당의 감시기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은
일본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 의회의 조직과

활동

가. 일본 국회의 조직
(1) 양원제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

“

?…日국회의원 465명 어떻게 뽑나?”, 2021. 10. 15.자 기사.

1) 한국경제, 임기 4년, 실제로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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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영국의 신분제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도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채택된 양원제도는 양원 모두
국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로서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므로 제2원
인 참의원의 중의원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제도적
인 측면에서 참의원은 중의원과는 운영방법, 임기, 피선거권, 의원선출 등에 있
어 차이를 보인다. 즉 참의원에는 해산제도가 없고, 의원의 임기도 중의원의 4
년에 비해 6년으로 길며,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의 연령도 중의원 의원의 25세
이상 보다 높은 30세 이상이었다. 그리고 의원 선출방법도 초기에는 중의원이
중선거구제와 같이 비교적 지역에 밀착된 인물을 뽑는 제도를 가진 반면, 참의
원은 전국구제와 같은 전국적인 인물을 뽑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일본국
회에서 양원제의 존재이유는 입법의 신중한 심의진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
를 찾아볼 수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독립해서 조직되고 자율적으로 활
원제는 중

2)

동한다. 그러나 중의원과 참의원은 그 권한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중의원에서

석

가결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이 될 경우, 중의원은 출 의원 3

분의 2이상으로 재차 가결하면 참의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의원의 결정사
항이 법률로 성립한다. 예산・조약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있어 양원협의회를
개최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참의원이 일정기간(예산・조약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0일,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서는 휴회기
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는 중의원의 의사만으로 국회의
의사가 성립할 수 있다. 회기 또는 회기연장에 대해서도 양의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 또는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사로서 결정한다. 또한
예산은 중의원이 먼저 심의할 권한이 있으며, 내각에 대한 신임・불신임 결의
권은 중의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중의원의 해산 중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에는 참의원이 긴급집회를 열어서 잠정적인 의결을 행할 수는 있으나, 이에 관
해 사후에 중의원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3)

(2) 양원의 내부기관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그 내부에 많은 기관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원
(院)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기관으로서는 의장(부의장)과 위원회를 들 수 있

백
h p : ko k p d o g k %EC%9D%BC%EB%B3%B8_%EA%B5%AD%
ED% A% C 종검색 0
奥健太郎 事前審査制の起点と定着に関する一考：自民党結党前後の政務調査会 , 法学研究：
法律 政 社会 o 7 No 0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14, 47-81면.

2) 위키 과사전( tt s // .wi i e ia. r /wi i/
9
8 /최
일 2 22. 8. 5.)
3)
,
治
v l. 8 ,
.1(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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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기관의 구성과 권한은 양원에 있어 거의 대동소이하다.

① 의장(부의장)

의장은 그 의원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법적・정치적으로 강력한 권한행사
가 보장되고 있다. 의장이 가지는 법적 권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내의

독

질

작성, 공청회의 승인,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부동수가 되었을 경우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의 행
사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의장은 여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할 경우 조
정・알선・재정(裁定) 등의 형태로 중재에 나서며, 각 당은 의장의 이러한 역
할을 존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장은 이러한 직무수행에 있어 엄정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회처럼 다수당 지도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오
히려 영국 하원에서와 같은 정파 간의 대결에는 초연한 불편부당한 모습이 이
상시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장의 권한행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기 보
다는 통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서유지, 사무국 감 , 본회의 개회 및 의사일정의

4)

다.5)

② 위원회

롯

종 의안이 실질적으로 심의되는 곳이 위
원회이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다. 상임위원회
는 현재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17개씩이 설치되어 있
다. 중의원의 경우 국정전반에 관한 문제 혹은 국회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안전
보장・국가기본정책・ 예산・ 결산행정감시・ 의원운영・징벌을 제외한 각 상
임위원회는 대체로 행정부의 각 성청(省庁)을 관할로 하고 있는 반면, 참의원
의 경우는 국가기본정책・예산・결산・행정감시・의원운영・징벌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관할은 특정 사항별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의원 농림수산위
원회의 관할은 농림수산성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는
식량의 안정공급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업에 관한 사항, 농어
촌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로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을 비 한 각

有故 었 때
식
員
같 므
진식 “
충남
0
면

4) 부의장은 의장이 유고(
)되 을 나,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시에 이를 대
행한다. 의장은 제1당 의원 중에서, 부의장은 제2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통 이다.
5) 양원 의장의 공 임기는 의원(議 )의 임기와 으 로, 중의원의 경우 도중에 해산이 없
을 경우 4년, 참의원은 6년이다. (유
, 일본의 민주당연 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의
화 , 법학연구,
대학교 법학연구소, 2 12. 8., 133 이하)

”

례

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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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원(院)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때에 설치되는데, 그동안 일본 국회는 평균 중의원에 6개, 참의원에 5
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곤 하였다. 특히 제148회 통상국회부터는 양원에 특
별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헌법조사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 전후 7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현행 헌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서 폭넓은 논의
를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그
활동기간은 당연히 해당 회기 이내로 한정된다. 따라서 몇 개의 회기를 이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매 회기마다 새롭게 설치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위원회 중에는 몇 십년간이나 계속 설치되어, 사실상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는 1961년 제39회 국회에서 처음 설치된 이래 거의 매 회기마다 설치되어 오
고 있으며,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1968년 제58회 국회에
서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하나의 상
임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7 , 선거 후 처음으로 소집된 국회에서
인정할

6)

)

선출되어 의원임기 중에는 동일 위원회 소속이 보장된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식

전문조사원과 서기로 구성되는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지 의 제공과

활

좌

자료제공 등에 있어 의원들의 심의 동을 보 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사회는 위원장과

별 배분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회의
를 열어 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 순서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
회의 운영은 관례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다. 위원장은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여당출신 의원들이 맡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며, 의사의 정리, 개회・정회・폐회・휴회 선언, 그리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주요 정당 로

특별

면

특

6) 상임 및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반 에, 조사회는 정
안건에 대해서 단 히 조사를 하고 의를 하기 위한 기관이 로 조사회로서의 자적인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
) 단 국회 정부의장, 리대신 및 각 국무대신, 정무차관은 상임위원회 소속이 제된다.(유
, 일본의 민주당연 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의 화 , 법학연구,
대학교 법학연구
소, 2 12. 8., 138 )

7

진식 “
0

순
총
립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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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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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의

활동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국회를 열
어서 활동하는 회기제 를 채택하고 있다. 회기제는 서구 중세시대 의회가 국
왕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소집되고 임무를 다하면 즉시 폐회되었던 것으로부
터 유래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에서는 국회가 1년 내내 열리면 오히
려 심의의 비능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행정부의 각료 및 관료들이 국회
심의에 매달려 있다 보면 정부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부터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 회의 종류에는 통상회, 임시회, 특별회 3
종류가 있다. 이들 회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회이다. 통상회는 주로 예산
안과 예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데,
보통 예산국회로 부르기도 한다. 연 1회 1월에 소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
며, 회기는 150일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임시회의 소집은 내각이
필요로 할 때, 양원 중 한 원에서 총 의원의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의
원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치뤄질 때, 그리고 참의원 의원선거가 끝난
뒤 등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회기는 양의원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지만, 양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중의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회기 연장은 두 번까지 인정된다. 임시회는 통상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심의하거나 특정 중요법안에 대해서 집중심의를 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회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 후 30일 이내
에 소집되는 국회이다. 회기 결정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은 임시회와 동일하다.
특별회는 총선거 실시 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이므로 원(院)을 구성하고 총리
를 지명한 뒤 간단히 회기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회와 통상회가 겹
칠 때는 100일 이상의 회기가 설정되고 예산 및 많은 법안들이 심의될 때도
있다. 이처럼 국회의 회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지만, 이들 각 국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내각에 속하고 있다. 정식으로
는 내각이 결정하고,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천황이 소집하는 형식을 취한
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참의원의 양원 중 한 원에서 1/4이상의
의원이 소집요구를 하면 내각은 반드시 소집을 해야 하므로 내각의 국회 소집
권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각의 권한도 소집
일시를 정하는데 까지만 미치며, 회기를 며칠로 할 것인가는 국회가 자율적으
로 정한다. 국회는 1년에 통상회 이외에, 1-2번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통
일본의 국회는 1년 내내

8)

8)

武田美智代, “国会改革の軌跡”, レファレンス, 2006. 7, 99-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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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며, 국회의 의사는 회기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전 회기에서 심
의를 끝내지 못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할 수 없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 하에서는 회기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은 당연히 폐기되며,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차 제출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의원의 의결로 폐회 중 심사가 인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계속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회기제
와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국회심의를 정부・여당에 비해 야당에게 유리하게 이
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정운영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예산안이나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야당이 정부・여당이 제출한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 회기제와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그 법안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야당은 심의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씀으로써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 법안
의 자연폐기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제약에 직면한 정
부・여당으로서는 회기 내에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야당에게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9)

9)

大山礼子, 忘れられた改革―国会改革の現状と課題― , 2016年度日本政治学会総会・研究会
報告論文, 2016, 100-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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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 연간 일정10)>
1월 20일 경

통상국회 소집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수상의 시정연설, 외교・재정・경제에 관한 연설, 각 당의 대표질문

1월말 - 2월초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음 해 예산안 심의 개시
총괄질의
공청회
일반질의
분과회
종결 총괄질의
예산안 수정을 둘러싼 여야당간의 절충이 본격화

2월말 –3월초

중의원 예산위원회 예산안 표결
중의원 본회의 예산안 표결, 예산안 중의원 통과
참의원 예산위원회 예산안 심의 개시(순서는 중의원과 동일)

3월 초순

각 위원회에서 예산관련법안, 일반법안 등에 대한 심의 개시
참의원에서도 예산안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당간의 절충이 본격화

4월 초순

예산안 참의원 통과, 예산안 성립

4월말 - 5월초

연휴(連休)기간, 수상・각료 외유(外遊)

5월 하순

회기연장문제가 부상. 여야당의 절충

6월 초순

회기말, 중요법안에 대한 최종심의 돌입

6월 중순

중요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당간의 막판절충

6월말

국회폐막

7월

국회휴회, 국회의원 외유

8월 초순

임시국회 소집(회기는 약 1달)
통상국회에서 계속심의 처리된 법안을 주로 심의함

9월말 -10월초
임시국회 소집(회기는 대개 11월말까지) 신규법안을 심의

3. 일본의 입법과정
가. 개관
법안 제출은 정부(내각)와 중의원과 참의원 소속 각 의원

0

약

모두 할 수 있다.
음 曾根泰

1 ) 이 표는 대체적인 국회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해에 따라서 간씩 다를 수 있 .(
・
,
治 ,
, 2 1 , 2
이하)

教 金指正雄 日本の政

日本経済新聞社 0 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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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며, 참의원에서는 의원 10인 이
상,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20인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회법
제56조 제1항). 위원회(조사회)제출법안은 중 참 각 의원 위원회 또는 참의원
조사회가 소관사항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장(조사회장)이 제출
자가 된다.( 국회법 제50조의 2 및 제54조의 4)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는 일본 헌법에서 규정한 ① 법안 의결, ② 예산안 의결, ③ 조약체결 승인, ④
내각총리대신 지명, ⑤ 내각신임・불신임결의 등 5개 항목에 대한 의결을 실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경우 의원 2 인 이상,

11)

한다. 중의원(하원) 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서로 다를 경우, 중의원이 양 의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타협안을 만들기
위한 ‘양원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12)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
제59조 제4항).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중의원에서 반드시 먼저
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60조).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중
어느 쪽에서 먼저 심의를 해도 무방하며, 먼저 심의를 한 의원에서 법안이 승
인되면 다른 의원으로 송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일본의 입법과정은 법률
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에 따라 법률안이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입안과정'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으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국회는 미국과 한국처럼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 특성상 전체 입법과정은 통상 10단계 이상 거치
결한 법안을 받은 후, 국회

게 된다.13)

0

또

0

특
또

11) 의원제출 법률안은 하원의원 2 명 이상 는 상원의원 1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히 산관련 법률안은 하원의원 5 명 이상 는 상원의원 2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한 양원의 위원회와 헌법조사회, 상원의원의 조사회는 해당 소관사 에 관한 법률안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위원장, 조사회장 는 심사회장이 . 그리고 의원제출 법률안
에 관해서는 다시 하원의원장에게 제출되는 중법과 상원의원장에게 제출되는 참법으로
구 할 수 있 . 각법은 각 정부 소관의 행정 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원안을 성하여 소
정의 절차를 거 후에 의회에 제출 .
12) 양원협의회 관련 정 헌법 제59조3 , 제6 조, 제61조, 제6 조2 , 국회법 제84조 제86조,
제89조
13)
,,
tt s //www. l . . /re ent laws/ r ess/ ,
議院
, (최
일
2 22. .29.), tt s //
sei y
.san iin. .
등 참조하여 구성.

예

분

0

또
또
분

0

됨

항

음
작
친
됨
규 :
항 0
7 항
∼
内閣法制局 <h p :
c b go jp c - p oc > 参 法制局 종검색 :
0 7 ＜h p : hou k oku g go jp＞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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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법과정 개요>
구
분

①

정부입법

법안초안
작성

법안의 제1차안 작성
→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정
→ 심의회(여당기구)에 대한 자문
또는 공청회실시
→ 법안제출 확정시 주무부처의
법률안 원안 작성

의원입법
입안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 인식
※ 각 당 정책심의기구와 협의
※ 필요시, 위원회 조사실,
국화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시국
등과 협의

②

내각법제국
예비심사

헌법이나 다른 현행 법제와의 관계,
입법 내용의 법적 타당성, 입안의 의
도 법문 표현 정확성, 조문의 표현 및
배열 등의 구성 적정성, 용자・용어
발의 의원(議員)은 소속 의원(議院)
오류 정확성 등 법률적, 입법기술적
법제국에 입안 의뢰
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 여당 사전심사
(정무조사회→총무회→국회대책위원
회 승인）

③

각의 청의
(閣議請議)

주무부처 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 대 의원(議院)법제국의 실태 및 법령
해 법률안 국회제출 요청
조사

④

내각관방
(內閣官房)
의안송부

의원(議院)법제국과 의원(議員)간
국회제출이 결정된 의안에 대해 내
협의 및 관련 조사・검토 실시
각관방은 내각법제국에 송부
※각 당 정책심의기구와 협의

⑤

내각법제국
최종심사

예비심사 결과와 대조 필요시 수정
법제국 조문화 작업 및 심사
하여 최종심사 완료

⑥

국회제출
각의결정
(閣議決定)

당내 절차
내각총리대신의 국회（중의원 또는
※각 당 정책결정기구, 의사결정기
참의원） 제출 결정
구와 협의

⑦

내각관방회부

내각 제출법률안의 국회 제출 관련 사무 의원(議院）법제국의 법률안 완성

⑧

국회제출

⑨

위원회회부

제출받은 의원（議院）의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 회부

⑩

위원회심사

국무대신의 법률안 제안 이유 설명 후 심사 시작 - 질의응답 형식

⑪

위원회표결

위원회 심의 종료

⑫

본회의상정

본회의 표결

⑬

중의원 또는 참의원 제출

다른 원(院) 송부 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표결 절차 동일

⑭

법률 성립

⑮

내각경유
일왕에게 제출

⑯

법률 공포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 가결
후심사 의원(議院)의 의장은 성립된 법률을 내각 경유하여 일왕에게 제출
공포를 위한 각의결정 후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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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안 심의과정
(1) 의원 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종류에는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이 있다.14)

또한 의원발의법안은 중의원 의원발의법안과 참의원 의원발의법안으로 나뉘며,
의원입법의 경우 의원입법의 성립과 그 기능에 착안하여 이를 몇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여당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내각
입법에 의해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여당의 의원입법은 내각입
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입안하는 경우가 많다.15)

0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의 경우 의원 2 인 이상의

찬성(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50인 이상 찬성)을, 참의원의 경우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20인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법안은
중・참의원 중 어느 쪽에 먼저 제출해도 상관없지만, 예산을 동반하는 법안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이 밖에도 여야의 합의에 의해 중의원,
참의원의 각 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는 중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
한다.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중의원에서는 의원 5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국회법 제56조 제1
항).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원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되어 성립한 법률을
16)

작업

르

14) 참고로, 의원내각제하에서 법률안 입안
은 여당과 야당이 다 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내각을 통해 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며, 내각입법을 중심으로 입안은 성청의 담당부국이
담당한다. 정당으로서는 그 심사를 하게 된다. 다만, 의원 등이 담당부국의 입안과정에 일
정한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성청의 협력은 받을 수 없으 로
로(의원 및 직원, 국회의 보 기관) 입안을 하게 된다. 이는 여당이 의원입법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거의 지만, 여당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청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어
경우에서도 어 기관이나 에서 정책내 을 정리하고 이를 결정기관에 려 결정하게
되는 담당자(대부 은 의원에 한함)나 담당기관이 입안하고, 그 이나
에서 정리하여
정당 내의 심사절차를 거 최 결정에 이 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김
5, 우리
나라 의원발의 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 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을 기반으로 , 2 14. 5. 136 )
15)
, 議
,
19 , 2 16, 53 .
16) 이 제도는 이전에 행한 ‘제 대로 입법’이나 선거목적의 ‘선 입법’에 대한 반성으로부
터 1955년 국회법 제5차 개정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은 법률안 발의요
건은 ‘전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본래적인 직권을 현저히 제 한 것으로서 헌법상
문제가 있으며 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오오이시
, 일본

스

좌

므 스
느

같
팀
용
올
분
룹 팀
쳐 종
르
태윤외 “
규
- 진
분석
- 0
면
山下貴司 “ 員立法のつくり方―改正ストーカー規制法と空家対策特別法などを題材に―”
臨床法務研究 第 号 0 면
횡
멋
물
같
약
합
마코토 형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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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원입법’이라 하는데17), 의원입법의 실 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입

란 ‘의원발의의 형태로 제안된 법률안’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이

질

(2) 입법동기와 실 적 주체

질
주체는 이와 다른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패턴(pattern)이 있다. 일정한 패턴이
란 의원 개인이 입안의 주체인 경우, 정당(내부의 기관, 그룹)이 입안의 주체인
경우, 의원이 책임자인 경우 초당파의 그룹이 입안의 주체인 경우, 의원이 간
사장・대표자 등인 경우, 같은 범주이지만 의원연맹이 입안의 주체가 되고 의
원이 그 대표자인 경우, 이해관계자가 입안의 주체 또는 중심이 되는 입안, 의
원이 이를 추진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입안의 주체 또는 중심이 되는 입안,
의원이 이를 추진하는 경우, 성청 내에서 입안하고 이를 관계있는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의원장 제출의 법률안은 위원회의
이사급에서 입안의 중심이 되는 경우, 소위원회 등을 설계하는 초안을 기초하
여 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입안하여 위원장
제출로 되는 경우 등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입안의 동기는 행정니즈에 반영
되는 것은 거의 없고, 국민의 니즈가 직접 입안에 반영된다. 또는, 정당의 정
책・매니페스토 등에서 기획되어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정당 내의 상명하달의
방식으로 입안하게 된다.
의원입법 입안의 주체는 발의할 수 있는 의원에 한정된다. 그러나, 실 적인

18)

19)

좌

(3) 기안과 보 기관
의원입법을 실제 기안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원법제국이다. 의원법제국의

뢰

면

용

담당과는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의 의 로 의원과 협의하 서 내 을 정하
고, 법률안을 기안한다. 법령상은 의원법제국의 관여가 없어도 법률안을 발의

례

접 입안

할 수 있지만, 관 상 의원법제국의 심사가 요구된다. 의원법제국은 직

0
념
술
007
합
홍완식 “
합
” 스티스 0 호 007 0 - 면
7
란
착
념
쳐
또 립
용 高見勝利 “ 員立法 三題” レファレンス 00
면
茅野千江子 “ 員立法序説” レファレンス平成 7 0 年 月号 면
병 “
특징”
0 0 면

의원내각제에서의 입법과정의 과제, 제헌6 주년 기
국제학 대회 보고서, 2 년,
119 12 . 우리나라에서의 의원이법에 대한
리적인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 의
원입법에 대한 리적인 통제방안 , 저
1 6 , 2 . 2, 1 4 126 )
1 ) 의원입법이 의회입법에서 의원의 발의에 안한 관 이며, 의원이 그 소속 의원에 의안
으로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그것이 양원의 의결을 거 확정된 경우에 그 과정 는 성
한 법률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 된다.(
, 議
,
, 2 3. 6,
4 )
18)
, 議
,
2 (2 15) 9
, 2 .
19) 민 로, 일본의 입법과정의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 11. 1 , 185 이하.

-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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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도 하지만, 의원실에서 입안된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기도 한다. 더불
어, 각 성청의 담당부국이 기안한 경우

뢰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안한 경우에도 통

상은 의원으로부터 의 를 받아 의원법제국이 이를 원안으로서 법률안을 기안

좌

하고 심사하게 된다. 입안을 보 하는 기관으로서는 정당의 기관, 직원이나 의
원비서는 정책의 조정, 정당과의 조정, 이해관계자 단체와의 조정 등에 대해

분

립

의원의 조사부 (중의원조사국・조사실, 참의원 상임위원회 조사실 등), 국 국

종 조사 등에 대해 각각 담당한
야당의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성격이

회도서관(조사 입법고사국)은 입안에 관한 각
다.20) 이러한 기관들은 여당의원보다는

즉 여당의원들은 입법할 때 내각제출 법률안으로서 관료에게 입안시키
든지 아니면 스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관료의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야당의
원들은 소속정당의 힘만으로 입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하다.

21)

특히 중의원 법제국은 법제집무적인 사무를 소장하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미
국(Office of Legislative Counsel)과 일본 정도에서 설치하고 있다. 소관사무는
① 법률안이나 수정안의 입안 및 심사, ② 법제에 관한 예비적 조사, ③ 의원
규칙 및 그 밖의 국회관계 제규정안의 검토, ④ 의원의 조사활동 등에서 발생
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조회에 대한 회답 등이다. 종래는 ①과 ③의 의원입법에
관한 보좌가 그 중심적인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거기에 덧붙여 ④의 건수도 급
증하고 있으며, 입안보좌에 그치지 않고 입법정책 전반의 보좌역으로서의 기대
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의원법제국은 내각법제국과 비교해보면, ① ‘심
사’뿐만 아니라, 의원정당의 정책기획단계에서 법제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결과 정책내용에 관련된 조언이나 구체적인 입안에까지 이르는 경
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른바 내각입법에서 각 성청과 내각법제국의 역할을
합쳐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② 또한 의원입법의 발의・제출에 있어서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법규상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의원법제국의 법령해석이 각 의원의 통일적・유권적인 해석 등이 아닌 의
원에게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쳐
22)

23)

0

좌
미
모델
됨
립
中島誠 立法学 新版 -序論 立法過程論 0
면
橘幸信 “ 員立法から見た ねじれ国会 雑感” ジュリスト 7号 00 年 月; 橘幸信
“ 員立法の企画立案” 大森政輔 鎌田薫編 면
①
규모 00 준
업 약 0
7

2 ) 입법부인 국회에는 의원입법을 보 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연방의회를
로 한 의원
법제국(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설치 ), 위원회조사국, 국 국회도서관이 있다.
21)
,
(
)
・
, 2 12, 235 .
22)
, 議
・
,
136 , 2 8
11
,
議
,
・
,, 129 .(참고로, 의원법제국은 중의원과 참의
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국회법 제131조 ), 그 인원의
는 2 6년 기 으로 중의
법제국 직원 82명 중 입안 무가
6 명이며, 참의원 법제국 정원도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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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최종적인 법률안이 확정된
다.
즉 정무조사회나 정책심의회의 부회(전문분야별로 모이는 회합)를 거쳐
심의회나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
원회 등의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이외에 정당에 따라서는 의원총회에 제
출하여 승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의원입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법률안이 실제로 국
법률안이
24)

완성되면, 재차

정당 내의 절차를 거

회에 제출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25)
(4)

균형과 조정

면

균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담
당하는 것은 입안에 관한 의원 자신, 비서(사설비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음), 정
당 직원 등이며, 경우에 따라 입안을 보좌하는 의원법제국도 담당한다. 또한,
입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성청(담당부국)이 있는 때에는 성청도 담당한다.
균형과 조정의 상대방은 성청, 이해관계자, 업계단체 등이며, 다른 정당과의 조
입안과정에서 각 방 과의 조정이나

정・협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26)
(5) 정당 내 절차

일본의 의원입법과정에서는 정당이 큰 지위를 차지하고 의원 개인이 입안하

칙
승인을 얻어야만 발의할 수 있다. 즉, 정당의 승인절
차를 거쳐야 하며, 정당의 부회나 특별위원회 등 팀에서 입안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 경우에도 정당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당 내 절차는 내각입법에 있어
여당 내 절차와 거의 같다. 정당에 의해 기관의 명칭은 다르지만, 정책담당부
분과 그 상급기관에 의한 심사 및 국회대책부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유
민주당의 경우는 정무조사회의 부회, 심의회,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
여도 원 적으로 정당의

橘幸信, “議員立法の企画立案”, 大森政輔・鎌田薫編, 商事法務, 2011, 129-130면.(민병로,
“일본의 입법과정의 특징”,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0, 182면에서 재인용)
24) 중의원에서는 ‘정당기관승인절차’가 사실상의 법률안 발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 즉 중의원
사무국은 해당 정당(회파)의 국회대책위원장 등의 승인 날인이 없으면 법률안을 수리하지
23)

않는 것이 관행이다(참의원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없다). 따라서 중의원에서는 정당의 구
속을 받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본래의 법률안 발
의권을
게 제 하는 것이 된다.(
, 議
,
・
, 전게서, 15 )
25) 법률상 의원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 를 받지 않고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양원의
사무국은 관행적으로 의원법제국의 입법보 를 받지 않은 법률안은 수리하지 않는다.
26) 김
5, 우리나라 의원발의 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 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을 기반으로 , 2 14. 5, 155 이하

田薫編

크

태윤외 “

약

0면

분석

石村健 “ 員提案の主体としての政党” 大森政輔 鎌
좌
좌
규
- 진
- 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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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도 필요하다. 민주당의 경우는 정무조사회와 국회대책위원
회가 있고, 그 쌍방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무조사회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7
회대책위원회의

2 )

(6) 심의 과정

편

면

한 , 법안이 제출되 , 의안심의의 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의장은 이
를 본회의에 회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

예외적으로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
회 심의에 회부하기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이유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긴급히 의결을 해야 하는 법안은 원(院)의 의결로 위원회 심의를 생략
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제로 삼을 수 있다. 의원발의법안 중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하는 법안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관행이
다.
즉, 일본의 현행 국회법은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위원회중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의안의 심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의안이 발의 또
는 제출된 때는 의장은 이것을 해당위원회에 심의를 의뢰(=付託)한다(국회법
제56조②). 의장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는 위원회를 부탁위원회라 한다. 소관
위원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나 법률안이 2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에 걸친다
다. 하지만

28)

고 판단되어 부탁위원회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운영위원회에

친 뒤 본회의 표결

자문하여 부탁위원회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

긴급을 요하는 법률안이나 위원회 자체가 발의한 법률안 등
은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 심의로 넘어간다(국회법 제56조②
단서, 제56조의 3). 위원회 심사의 생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발의, 제
출 또는 송부와 동시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은 의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원에 상의한다. 중요법안의 경우 위원회부탁 이전에
의원운영위원회가 본회의에서의 취지 설명 및 질의 요구를 할 때에는 동위원
회에서 필요가 인정되어 이것을 하든가 또는 요구가 취하된 뒤에 비로소 위원
에 부의된다. 다만

회에 부탁된다(국회법 제56조의 2). 본회의에서의 취지 설명은 의장이 정하는

또는 제출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취지 설명
에 대한 질의는 위원회심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질의자가 질의사항의 전부를 말한 뒤 답변자별로 순차 답변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사일정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자

29)

7 태윤외

면

2 ) 김
5, 전게 보고서, 165
28) 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은 그 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의를 하지 않지만, 다른 원의 위원회
에서는 당연히 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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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부탁된 법률안은 통상 위원장이 이사회에 일정을 자문하고, 여야

합의하여 심의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제안이유 설명, 질의, 수정안 동
의, 내용의견의 청취(예산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토론, 채결, 부대결
의 0 의 순서로 심사가 진행된다. 위원회에서 가결해야 할 것(수정의결 사항 포
함) 또는 부결해야 할 것으로 결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한다. 본회의로의 상정은 보통 위원회 개최 후 근
일(익일이후)에 개최되는 본회의가 되지만, 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긴급 상정되
는 경우도 있다. 본회의에서도 표결 전에 소수의견의 보고, 질의, 수정안의 제
출(본회의 수정),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통상 질의는 생략되고 토론
도 중요법안에 한해 이루어지며 위원장 보고 후 곧바로 채결되는 경우가 많다.
선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당일 후의원으로 송부되고 선의원과 동일한 절차
로 진행된다. 그런데 법률안에 대해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해 두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이 참의원
으로 송부되어 부결된 경우는 중의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재가결
할 수 있다(헌법 제59조②). 둘째, 중의원의 요구에 의해 열린 양원협의회(양원
에서 선거된 각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회법 제89조)에서 위원 3분의 2이
상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
해 양원에서 가결할 수 있다(헌법 제59조③, 국회법 제84조). 한편, 위원회에서
부탁(의탁)된 법안이 의제에 오르면, 심의는 먼저 법안 제출자로부터 제안이유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응답, 토론, 수정, 표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
한 일련의 과정 중 위원회 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질의응답이다. 내각 제출
법안의 경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은 담당 각료의 책임이지만,
법안의 작성에 관여한 국장급의 정부위원이나 과장급의 설명원이 답변에 나서
는 경우도 많다.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증인을
당이

3 )

까
측 석

29) 내각제출 법률안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각의결정 지 여당관계의 조정은 전제가 되지만,
국회제출 이후 국회의 심의과정과 행하여 법률안의 심의・성 을 위해 국회 여야당의
관계기관 회 에서 설명을 요청한 경우, 정부
이 출 하여 청문을 받거나 개 적으로
관계의원에게 설명하는 등 제출자로서의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된다. 설명의
등은 안
건에 따라 다 고 다양한
를 취한다.
3 ) 위원회 채결 에 부대결의의 동의가 제출되어 채결되는 경우가 있다. 결의는 법률 집행
에 대한 의견, 요 , 권고, 경고 등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를 들어 정부는 본법의 시행
에 있어 다 제반 사 에 대해 려해야 한다 ,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등의 문
이 전 적으로 사 된다. 이러한 부대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표결
위원회에 출 하고 있는 담당 대신이 발 을 요청하여 취지를 중한다는 내
의 소신을 표명한다.

합
르
형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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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켜 질의를 할 수 있고, 심의를 전문적이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연합심사회를 개최하거나, 각 위원회 내부에 소위원회나 분과회를 설
치해서 맡기기도 한다. 또한 중요 법안 심의에 있어서는 법안에 이해 당사자
또는 학자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출 시

도 있다.31)

미국 의회에서는 공청회가 법안 심의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써 활
용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개최의무가 있는 예산 및 중요한 세입법
안 이외에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최종적인 찬성・반
대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토론에 들어간다. 여기서 개진되는 입장도 의원 개
인의 소견이라기보다는 소속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야
가 일치해서 지지하는 법안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통례이며, 법안에 대해 수
정의견이 있는 경우 토론전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토론중에 원안 찬성 내지 수
정안 찬성에 대해 명확히 정한 뒤 의견을 진술하며, 토론이 끝나면 바로 표결
에 들어간다. 표결은 보통 거수나 기립의 방법으로 행해지지만, 처음부터 전원
참고로,

일치가 판명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의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의가

종료하면 위원장이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하고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의 심의는

먼저 심사결과에 대한 위원장의 보고가 있고, 이어서 질의, 토론, 표결의 순서
로 진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안심의의 중점은 위원회에 놓여 있으므로 본
회의 심의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특별히 의원들로부터 요구가 없는 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 보고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다. 본
회의에서의 표결은 이의유무 확인, 기립, 기명투표의 3종류 중 하나로 이루어
진다. 한 원(院)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다른 원에 송부되어 지금까지 살펴본 것
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법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의원(先議院)에서 가결된 법안이 후
의원(後議院)에 송부되어 거기에서도 그대로 가결되든지, 또는 후의원에서 수
정하여 재차 선의원에 회부되어 거기에서 회부안대로 가결될 경우, 법안은 법
률로서 성립한다. 선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그 상태에서 불성립으로 처리된
다. 다만, 법안에 대한 양원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법률로 성립할 때가 있는
데, 첫째 참의원이 부결 또는 수정가결했을 때, 중의원이 출석의원 2/3이상의
31)

中川丈久 “日本の立法過程-対立点調整 co f c
논
호 00 면

o u o のための手続慣行-”,

,
( n li t res l ti n)
대학교 법학 집 제14권 제3 , 2 1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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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로

재가결할

개최해서 양원이

립

경우 중의원의 의사가 법률로 성 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법률로 성립한다.

32)

라. 법안 심의과정의

둘째

양원협의회를

특징

(1) 내각 제출법안의 우위

특징으로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심의대상에 오
르고, 또 최종적으로 성립하는 법안 중, 내각 제출법안의 비중이 의원발의법안
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1947년 5월의 제1회 국회부터 2017년 6월에 끝난 제
160회 국회에 이르기까지 60년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내각 제출법안이 전체
의 70%, 의원발의법안이 30% 정도 되었다. 이들 중 법률로서 성립한 것을 보
면, 내각 제출법안이 85% 가까이 되는데 비해, 의원발의법안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제출건수뿐만 아니라, 성립건수와 성립비율에 있어서도 내각
제출법안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자민당 아베 정권
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일본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내각제출 정부안이 대부
분(약 80%)으로 의원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결 비율도 높았다. 의
원안의 가결률은 보통 40% 미만인 데 비해 정부안은 80%를 상회하였다. 2013
년 제183회 정기국회(常會. 2013.01.28.∼06.26.)에서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의원
안건수가 더 많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12년 제180회 정기국회(2012.01.24.∼
09.08.) 기준, 정부안은 83건, 의원안은 77건으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였
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의원안 제출건수가 정부안 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그 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년 단위를 기준으로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아베
정권의 초기 4년간(2013∼2016년) 법안 건수는 863건으로 이 중 의원입법이
58.3%를 차지하는 503건이었으며, 최근 4년간(2017∼2020년) 전체 법안 건수는
799건으로 의원입법은 63.6%에 해당하는 508건이었다. 아베 정권 임기 8년간
법안 가결률은 정부안은 9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입법의 경우, 발의건수
는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가결률은 16.6%로 저조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정부
(내각)관료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행정관료의 영향력 하에 법안이 성립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자민당 내에서는 의원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당내 심사의 충실뿐만 아니라 국
회 심의의 강화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안심의과정의

33)34)

병 “

특징”
c b go jp c -

0
u b > 홈페

0 0면

32) 민 로, 일본의 입법과정의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 11. 1 , 19 .
33) 일본 내각법제국 tt s //www. l . . /re ent laws/n m er/
이지 참조하여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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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제출법안이 많고

또 그것이 국회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본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입
법의 중심이 내각 제출법안에 놓여지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3권분립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법안제출권은 의원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의원입법만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가운영을 위해 법률이 필요할 경우에
는 대통령이 교서(Message)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당이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만든 법안을 특정 의원에게 의뢰해
서 제출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이용한다. 더욱이 내각 제출법안은 의원
발의법안에 비해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법
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내각이 중요한 법안을 많이 제출하게 되는 데에는
의원내각제라는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
은 이유를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의 집행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의 입안 작업은 입법기술
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부에는 이러
한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내각에 부여되어 있는 예산 편성권
과 입법의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포함하는 중요법안은
아무래도 내각이 입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 등이다. 한편 의원입법의 주요 대상
이 되는 것은 국회관계의 각종 법안, 정당의 정책표명 또는 이를 실현하기 위
한 법안, 특정 지역・업계・단체 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법안, 의원의 개인
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정치적 문제 등으로 내각이 직접 제출
하기 어려운 법안을 여당의원에게 의뢰해서 대신 제출하는 경우 등 비교적 덜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있어 뒤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국회의

35)

0
었
%

로 구성함. 참고로 2 19년도 일본국회 회기는 제198회 통상국회(한국의 정기국회,
2 19.1.28. 6.26.) 및 제199회 임시국회(2 19.8.1. 8.5.)와 제2 회 임시국회(2 19.1 .4.
12.9.)로
3회 개최되 다. 이와 관련, 2 19년도 일본 의회의 법안 성 현 을 보
법안 168건(중의원 46건, 참의원 5 건, 내각제출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 중 92건
이 국회에서 의결, 55 의 처리율을 보였다.
2 19년도 입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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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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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8
가결 건수( )
1 (1건 도)
5
(1건 도)
92(2)
는 2 18년부터 심사해 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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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운영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회의 심의는 지극히 형식적인 과정이 되었다는 점이
심의과정의

특징으로

째

두 번 는 심의가 위원회,

다. 이러한 점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개회회수와 심의시간을 통해서도 확인된

진 것은 일본 국회법이 의안

다.36) 심의무대로서의 본회의 비중이 이처럼 낮아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전체
분 (연도) 법률안
제출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출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헌국회(48-50)
234
89
43
48%
145
106
73%
제2대(50-54)
398
182
77 42% 216
137
63%
제3대(54-58)
410
169
72 43% 241
85
35%
제4대(58-60)
322
120
31
26%
202
44
22%
제5대(60-61)
296
137
30
22%
159
40
25%
국가재건최고회의(61-63) 1,162
554
514
93%
608
501
82%
제6대(63-67)
658
416
178
43%
242
154
64%
제7대(67-71)
535
244
123
50%
291
234
80%
제8대(71-72)
138
43
6
14%
95
33
35%
제9대(73-79)
633
154
84
55%
479
460
96%
제10대(79-80)
129
5
3
60%
124
97
78%
국가보위입법회의(80-81) 189
33
33
100%
156
156
100%
제11대(81-85)
489
202
83
41%
287
257
90%
제12대(85-88)
379
211
66
31%
168
156
93%
제13대(88-92)
938
570
171
30%
368
321
87%
제14대(92-96)
902
321
119
37%
581
537
92%
제15대(96-00)
1,951
1,144
461
40%
807
659
82%
제16대(00-04)
2,507
1,912
516
27%
595
431
72%
제17대(04-08)
7,489 5,728 2232 18% 1102 880 44%
제18대(08-12)
13913
11191
3866
34%
1693
1288
76%
제19대(12-16)
17822
15444
5346
34%
1093
803
73%
제20대(16-20)
24141
21594
6608
30%
1094
738 67%
*국회홈페이지 자료 정리(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35) 小島和夫, 議員立法の槪觀 北大法學論集 第33卷 5号, 1993, 125-129면.
36)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중의원 본회의는 1년 평균 51.1회 개회하고 61시간 26분
심의를 한 반면, 중의원 상임위원회의 1년 평균 개회회수는 332.4회, 심의시간은 880시간
46분에 달하였다.
시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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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닌 1회 심의제를 채택한 것에 주

심의에 있어 위원회 중심주의와 3 회제가 아

로 기인한다. 위원회 중심주의와 1회 심의제는 다수의 위원회에서 동시에 회의

열 수 있으므로 심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는 소수
의 의원들로 구성됨으로써 밀도 있는 심의를 전개할 수 있으며, 또 국회제출에
서 최종적인 의결까지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수 의원에 의한 전문적・기술적 심의 결과가 본회의 의결을 좌우하
기 쉽고, 해당 위원회에 소속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안건내
용도 모르면서 표결에 참여하게 되며, 그리고 정당이나 압력단체의 영향력이
미치기 쉬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본회의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재조정하
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과 같은 단점도 가진다. 본회의 심의가 형식화됨으
로써 나타나는 이와 같은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용하면서도 3독회제를 가미하여 본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7 3독회제는 영국의 예를 들면, 우선 제1독회에서 법안의 상정과 간단한
제안이유 설명을 듣고, 제2독회에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뒤 표결을 행한다. 그 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 심
의를 거쳐 제3독회를 열고, 여기에서 법안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한다.
이
와 같이 3독회제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주로 이루어지므
로 그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를

3 )

38)

(3) 내각 행정관료 역할 강화

세 번째 특징은 법안 심의의 주된 무대인 국회위원회 심의가 행정부 관료의
지배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법률
안 제출권은 내각과 의원에게 있다. 이 중에서 내각제출 법률안이 제출 건수나

립 건수, 성립 비율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상의 중요도에서도 의원제출 법률
안을 압도하고 있다. 법률안 작성의 동기는 대부분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해 각
성청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다. 작성 작업도 각 성청의 관료가 관계부처와의 협
의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또한 국회제출 뒤에도 관료가 법안의 성립을 위해
성

39)

7 독

살펴 면
평균 면
미
70 0
독
량 르렀 讀賣新聞調査硏究本
- 면

3 ) 3 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본회의 심의회수와 심의시간을
보 일본의 그것
과 는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 6년부터 8 년 지의 5년간 연
을 보 , 영국
하원의 경우 1년간 개회회수 1 회, 심의시간 1,641시간,
국 하원은 각각 1 회, 8 1시
간,
하원 81회와 512시간, 이 리아 하원 166회와 183시간, 서 하원 65회와 325
시간, 나다 하원 183회와 1, 53시간 등 상당한 심의 에 이
다. (
,
議 ,
, 1989, 449 이하)
38) 최요한, 議
治의
과
, 영사, 2 , 151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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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밑에서 여야당 의원에게 적극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여당심사나 국회의 의
사운영에서 여당 의원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며, 관료는 끊임없이 그 의향을 배
려하면서 입안을 하지만, 과제의 설정, 강구해야 할 시책의 구체적인 메뉴, 실
시 일정 등의 원안은 관료에 의해 작성되고, 여당 의원에 의한 검토는 그 원안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며, 또한 관료는 자신들이 입안한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에게 적극적인 교섭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
료주도의 입법과정이라는 색채가 강하다 할 수 있다. 0 한편,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 정부제출법안이 차지하므로 위원회 심의과정은 자연히
의원들이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정부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정부 측의 답변 책임자는 법안 제출권이 있는 각 성청의 각료
이다. 그런데 이들 법안을 구상하고 만든 것은 관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적 식견을 가
졌다고는 볼 수 없는 정치가인 각료보다는 그 법안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관
료들이 나서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중요 법안일수록 관료들이 답변하는 빈
도가 높다. 이처럼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부터 정부 관료들의 역할과 비중은 지
4 )

대하며 위원회 심의과정의 참가자에는 의원, 각료, 정부위원 및 설명원41), 그

술

리고 증인 및 공 인이 있다.42)
(4) 소결

까

지금 지 일본의 법안제정과정에서 위원회 심의과정은 행정관료가 주도해온

0

것이 사실이다. 이에 1999년 1 월에 소집된 제146회 국회부터는 관료가 각료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1년 1월부터는
행정부 성청의 재편에 발맞추어 부(副)대신 22명, 이전의 정무차관에 해당하는
정무관 26명을 신설해서 이들 48명의 부대신・정무관이 각료와 함께 본회의나
대신

답변하는

정부위원제도가

익

께

합

39) 성.청 간의 협의는 제반 이 의 조정과 함 법체계의 정 성을 확보함으로써 내각으로서
의 의사 통일을 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청간의 이 을 위한 다 의 장이 될
수 있다.
4 ) 여당심사는 사적인 정치결사인 정당내부의 문제이기 문에 법제화에는 적 하지 않지만,
일정한 당내 민주제의 제 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議
・
,
1133 , 1998, 113 )
41) 정부위원에 임명되는 것은 내각법제국 장관, 인사원
, 정무차관 에, 각 성청의 국
장, 이에 하는 심의관, 관리관, 각 위원회의 사무국장 등이다. 한 설명원은 각 성청
의 과장 이 임명되는 것이 통 이다.
42)
,
( n li t res l ti n)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집 제14권 제3 , 2 1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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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있다.43)

답변이나 토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활발한 논쟁이 강화된 측면은

마. 사전심사(Preliminary Review System) 제도

44)

쟁점
한편, 일본 국회의 또 다른 입법과정에서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사전심의절
차제도의 존재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관료는
여당 정조부회 나 족의원 과 협의하면서 법안을 몇 번이고 사전심의 및 검
토를 하여 완성시킨다. 국회에서 여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당은 내각에 사
전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족의원, 성청, 이익단체의 삼자(하위 정부)
는 때때로 정부・여당 수뇌의 의향에 반대하기도 한다. 반대에 성공하게 되면,
(1)

45)

46)

정부 수뇌가 법안의 국회 제출 이전에 법안의 수정이나 연기를 해야 하는 경

욱

우가 있다. 더 이 이러한 사전협의과정은 국회의 심의과정과
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연동

(2) 사전심사제도 개관

또는 각 의원 법제국의 심사가 종료되고 법안이 확
정되면 관례적으로 여당은 각의(閣議)에서 그 법안이 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
구체적으로 내각법제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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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 에도 국회 론을 성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2 년 1월에 개회된 통상회부터는 당
수정
론회 가 신설되 다. 이것은 영국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임
( seti n ime) 을
로 한 것으로서 국가 기본정책에 대하여 여・야 당수가 정기적
으로 론을 하기 위한 장이다.
44) ‘사전심사제’는 다른 문헌에서는 ‘여당심사’로 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당의 사전심사는
헌법과 법률에 단의 거가 없는 의원내각제의 유한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의원내각
제 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체의 것으로
되어, 일본에서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의
대부 이 내각제출 법률안인 이상, 여당으로서는 소속의원에게 당의구속( 議
)을 내
고 원 한 국회운영을 도 하고 확실한 성 을 도 하려 한다. 따라서 여당의 책임으로
서 한 당의구속을 내건 전제로 내각제출 법률안의 내 을 확실히
하고, 필요에 따
라
로의
각을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사전심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최정인,
김유정, 영국과 일본의 법안 사전심사제 현 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2 21. 12, 15
이하)
45) 정조부회 정조회 부회
자민당의 정책심의기관인 ‘정무조사회’화 행정부의 각 성청이
나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대 하는 기관인 ‘부회’
46) 조 기인( 議 )이라고 부른다. 치 연관계처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의원을 가리
키는 이다.
,
의원이
정 이 단체의 이 이나 정 성청의 이 의 대 ,
,
확장, 조정을 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치고, 그 대가로 당선에 필요한 정치자금과 표를
는 의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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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사를 실시한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1955년 이후 자
민당 장기 집권하에서 필수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사전
심사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여당의 심사를 받고 양해를 구하는

말하는데, 이는 자민당(집권 여당) 정무조사회의 부회(部會, 각 정부부처
대응하는 부회가 설치되어 있음) 및 심의회 7 , 총무회, 국회대책위원회의

것을
에

4 )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경우, 정무조사회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된 후

종

총무회에서 당의(黨議)로 결정된 법안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연립정권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여당, 즉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일본은 자민・공명 연립정권을 취하고 있
지만 자민당이 중・참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공명당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여당의 사전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 적으로

성(省)・청(廳)(부처) →자민당 정무조사회(부회→심의회) → 총무회 → 국회대책위원회 → 국회

의원입법은 제안한 국회의원이 당의 정책심의기구나 관계 각 정부부처인

같은 당내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당내 심사 절차가 완료된 법안은 국회의원에게 배부되어 법률안 발의에 필요
한 일정 수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각 의원(議院) 사무국의 의안과에 제출한
성・청과 협의를 계속하며 정부안과

다.48)

(3) 도입

배경

事前審査, Preliminary Review System)는 주로
정부 내각 제출법안에 대해 여당이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사전에 여당 정책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당내 주요
기구(정무조사회 0 ), 총무회 ), 국회대책위원회 )의 동의를 얻은 것만 국회에
일본 입법과정에서 사전심사(

49)

5 )

7

51)

52)

4 ) 정무조사회의 의사결정기구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심의회는 정무조사회장과 정무조
사회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히 무회에 보고하여 결정하
도록 한다. 무회에서의 결정을 거치 , 당의구속을 따라야 한다.
48)
, 議
,
19 , 2 16, 54 .
49) 론 의원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이 어지고 있다.
5 ) 자민당의 정책・법안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정무조사회에서 결정된 방 을 내각에 전달하
여 산안에 반영시 다. 자민당이 집권 여당인 경우, 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강한 영향력
을 가지는 것이 정무조사회장이며, 공 및 선거 대책 등
실무를
하는 간사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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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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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될 수 있다. 이는 일본 고유의 정치적 관행 중 하나이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내각)

모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행정부인

내각에서 제출한 의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법률로 통과시키도록 하여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당의 양해를

질

얻어야 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 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내각이 제출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여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여당의 지지를

섭

잃은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국가의 여당 교 단체는 당내의 일

존

립

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 속의 절대조건이 된다. 이를 법안 성 의 관점에

면
당의 찬성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당 지도부에 의해
소속 의원들에게 당의구속(黨議拘束)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당의구속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에서는 의회의 표결 단계에서 행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법안 제출 단계에서부터 효력을 갖는다. 일본 자민당 정권에
서는 정부안의 각의결정에 대해 사전에 정당 심사를 한 후, 정무조사회, 총무
회, 국회대책위원회 등 당내 기구의 승인과 결정에 따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일본 내 다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정당 사전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여
서 본다 ,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법안 표결에 있어 여
53)

54)

당에 의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제국 국회에서부터 유래한

51)

52)

총 같
총

께'

총 같
총

항

밀접

특별

53)

총

'
활

린

당내 의결기구 의장인 무회장과 함
당 3역 이라고 불 다. 33) 자민당에서 전당대회,
양원 의원 회와 은 당내 의사결정기구이며, 상설기구로서는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이
다. 25명의 무로 구성되어 당의 운영 및 국회 동에 관한 중요사 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자민당에서 전당대회, 양원 의원 회와 은 당내 의사결정기구이며, 상설기구로서는 당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25명의 무로 구성되어 당의 운영 및 국회 동에 관한 중요
사 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일본 각 정당에 설치된 조직이다. 국회대책위원회(위원장, 위원장 대리, 부위원장, 위원 등
으로 구성)는 서로
하게 연 을 취하고 국회 본회의와 중요 법안을 맡고 있는 상임위
원회,
위원회의 일정에 관해 일명,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이라고 부 는 비공개의 장
에서 협의한다.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중・참 각 의원(議院)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데,
이 운영위원회 간사들이 각 당의 국회대책위원회 간부를 임하고 있다.
‘당의 구속’은 법안,
산, 결의안 등을 의결함에 있어 정당의 결정에 기반하여 당 소속
의원의 의회 동을 구속하는 것을 한다. 정당 차원에서 공 한 정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 , 의원 개인의 자율적 표결 행위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의원내각제 국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관행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최정인, 김유정, 영국과 일본의 법안 사전심사제 현 과 시사점 , 국회
입법조사처, 2 21. 12, 16 )
,
,
,
l me 21,
m er 2, 2 2 , 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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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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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는 관점55), 1946년 제정된 신헌법하에서의 국회제도 도입 시기

또는

형성 시기로 보는 관점, 1960년 대 초반 자민당
총무회 심의가 강화된 시기로 보는 관점, 그리고 현행 사전심사제의 전형이 완
성된 1970년대로 보는 관점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1955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56)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1945년 일본
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신헌법하에서의 국회제도를 도입할 때, 미국의
주도로 구성된 연합국최고사령부(GHQ)에 의해 국회 심의에 대한 정부의 관여
가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정부(내각)와 국회의 조정 수단으로서 사전심사
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7 두번째는 1955년부터 일당우위체제를 구축한 자민
당 정권에 의해 사전심사제가 도입되었다는 주장이다. 자민당이 창당되는 계기
가 된 요시다(吉田) 내각
말기와 같이 정부가 여당을 경시함으로써 정권이
불안정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내각)와 여당의 일체화라는 관점에서 정
당에 의한 법안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5년 체제’ 형성
사전심사제의 도입

5 )

58)

59)

이후, 자민당 정권에서는 내각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의

루

했

례

반발로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가 이 어지지 못 던 과거 사 를 고려하여 각

응

部會)를 당내기구로 설치하였으며, 관료를 참여시

정부 부처에 대 하는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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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89 년 메이지(明治) 헌법의 시행부터 194 년 5월 3일 신헌법 시행 지 설치되어 있던 일
본의 의회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한 중의원(하원)과 비선출직
원(상원)으로 구성되
다.
양 전
전후 1946년 제정된 신헌법이 시행 에 따라 국회를 입법부로 하고 하
원에는 중의원을 유지하고, 상원에는
원 대신 선출직 참의원을 설치하였다. 최정인,
김유정, 영국과 일본의 법안 사전심사제 현 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2 21. 12, 16 )
56) 이는 정부 여당 간 협의 과정에서 무 을 기 으로 사전심사가 기능 다고 보는가에 따
라 성 시기에 대한 견해가 다 기 문이다. 일본의 사전심사제가 이 제국 국회에서
부터 적 된 것으로 보는 관점(
2 15)은, 이 시기 부 내각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유
래를 지만, 사실상 이는 내각의 입법부 통제수단으로 기능한 데 반해, 전후 자민당 정
권이 운 한 사전심사는 그 역의 방향,
정당과 여당 소속 정치가 집단이 리(내각)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다는 점에서 사전심사라는 제도가 전전(
) 전후(
)를 는
정치가들의 학 과 경 에서 비 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일본 정부 여
당 간 협의의 사 가 있 으며, 자민당 정권 발 이후 정치동학과 연동하 서 지금의 방
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주경, 일본 자민당의 사전심사제의
화와 지속 .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3 , 2 2 , . 5 1 6)
5 )
,
議
治 ,
, 2 3, 235 236 .
58) 일본이
양전 에서
전한 직후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된 내각으로,
1946년 5월부터 1954년 12월 지 일본 자유당
인 요시다 시게 (
) 리가 이
다. 일본 자유민주당( i eral em rati Party
a an)은 1955년에 보수 정치 력인
자유당(대표 요시다 시게
)과 일본민주당(대표 하 야
이치로)이
당하여 결성한
일본의 보수정당으로, 당 당시에는 8개
이
하여 ‘8개 사단’이라 불리기도 다.
59)
・
,
治
,
, 2 15, 242 243 .

일본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성중탁 27

켜 정책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원활하
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사전심사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초안을 바탕
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민당 각 부회별로 심의를 거쳐 정책의 방향을 거
치는 과정에서 총리가 관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자민당 소속 정치
인들의 교섭대상은 내각이 아니라 법안을 작성한 정부부처 관료가 되었으며,
내각은 사전심사의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여당 의원과 관료
간 조율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0
6 )61)

황

(4) 사전심사제 운영 현

0
재까지 약 4년 정도를 제외하고 계속
집권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며, 2009년 민주당의 정권교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여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로 2021년 12월 현재
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정무조사회 내 각 부회에서 각각 담당하
는 부처가 작성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은 법안이 국회
에 제출되기 전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14
개 부회와 32개 조사회(2021. 12. 기준)에 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자유롭게 출
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의원이 직접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무조
사회・부회의 간부, 정무조사회 심의회, 총무회의 약 60명에 달하는 관계자 전
원에게 법안에 대해 사전 설명부터 취한 후 당내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자민당은 1955년 체제 이후 2 22년 현

62)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자민당의

규칙에 따르면, 법안은 각 부회, 정무조사회 심의회를 통과한 후 총무회에 회
부되어 총무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자민당 소속 의원에게 그 법안을 찬성하
도록 하는 당의구속이 결정된다. 당의구속에 반한 자민당 의원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이 집권 여당인 경우는 총무회에서 승인한
63)

법안만을 각의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의결정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필수절차이기

0

때문에 자민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수 없
진호외

-

:
면

용

6 ) 한국의회발전연구회(전
), 입법 행정 간 정책협의제도 연구 일본 사전심사제 운
의 한국적 함의 , 2 16년도 국회사무처 연구 역보고서, 2 16, 128 이하.
61) 여당의 사전심사제가 정부안의 가결률을 이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은 일반론적인 것이지
만, 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심사기능이
화되고,
히 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동이
정당의 통제로 인해 위축되 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2 14),
(2 16),
(2 2 ) 등.
62) 자민당 정무조사회 국방부회의 신방위정책에 관한 사전심사 시 자료는 다 을 참조할
것. tt s //www. imin. / li y/ li y t i s/ /seisa
1 .
.
63)
,
tt s //www. imin. /a
t s/ r ani ati n/ (최
일 2 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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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각 부처에 있어서 자민당의 사전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 일본 국회도 정부안보다 의원안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내 사전심사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하여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각 정당
은 정무조사회와 같은 당내 정책기구를 설치하여 의원안 제출 이전에 사전에
있다. 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64)
(5) 사전심사제

특징

용

립

여당 의원이 법안의 내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법안의 성 에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느 내각이라도 여당 의원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한다. 소수파인 야당의
반대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에 반해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의 찬성을 얻는 것은 내각의 정책 실현과 존립을
위해 사활을 건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의 절대 다수 기간을 집권한 자민당이
도입한 이러한 사전심사제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특징
들이 있다.
첫째 당내 심사가 매우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실시된다는 점이
다. 유럽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사전에 정부와 여당 의원의 협의가 이루어지
더라도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사전협의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과의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회의 심의
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사전심사는 상당히 조직화 되어 여당 내의
심의가 끝난 후 전원 동의를 해야만 법안이 각의결정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국
과반수의

65)

회에서의 본 심의는 오로지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의견 개시의 장이 되고,

루 질 여지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둘째, 사전심사

국회에서 법안 수정이 이 어

의 대상이 된 법안이 각의 결정된 법안이 아니라 각 부처에 의한 기초단계의
법안이라는 점이다. 다른 국가들에서 법안에 관해 사전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섭 상대는 내각이다. 그러나 자민당의 사전
내각(총리)이 아니라 법안을 기초한 부처의

가 있지만, 그 경우, 여당 의원의 교

섭

심사에서는 의원의 교

상대가

관료이며, 내각은 적극적으로

논의에 개입하지 않는다.

“
변
”
00 면
大山礼子 “日本の国会: 審 する立法府へ ” 岩波書店 0
병 “
특징”

66)

호

64) 이주경, 일본 자민당의 사전심사제의
화와 지속 .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3 ,
2 2 , 221 .
65)
,
議
,
, 2 11.
66) 민 로, 일본의 입법과정의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 11. 1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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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일본 정당의 사전심사제(Preliminary Review System)는 일부 비난과 비판
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이전 필수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으
며, 정당 내 정책심의기구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법안만 국회에 제출될 수 있
다. 이러한 일본 정당 사전심사제는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려운 제도이다.

찾아보기 어

특히, 일본 여당의 법안 사전심사제도는 필수절차라는 점, 정부

안뿐만 아니라 의원안도 심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국 의회보다 효율성을

욱 강화하였다. 사전심사단계의 법안 취사선택을 통해 심사대상 건수 자체를

더

감축함으로써 의회의 법안심사 부담을 현저하게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까

차원의 사전심사가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과 구속력 지 부여

엇

근 일본에서는 의원입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무 보다 최

법이 증가함에 따라 정당 사전심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하된 국회 심의 기능

식

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회에 정 으로 제출되기 이

송부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7
전 단계에서 초안을 국회에

6 )

바. 의원입법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기관승인 관행)
기관승인의 관행이란 의원이 법률안 및 결의안 등을 제출할 경우 사전에 본
인이 속한 정당 3역(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과 국회대책위원장의 승
인을 얻지 못한 경우 중의원 사무국이 수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중의원규칙이나 중의원 선례집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와 같은 기
관승인의 관행은 현재 중의원의 모든 정당과 회파가 채택하고 있다. 이로써 여
야 정당을 막론하고 의원입법의 입안단계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의원
의 소속 정당・회파가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제출을 승인하는 사전 당내
심사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에 특정정당 소속 특정의원이 당내에서
법정 발의요건을 충족하는 찬성의원을 모은다 하더라도 소속 정당・회파의 기
관승인을 얻지 못하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
속 정당・회파의 다수파가 반대하는 법안이나, 일부 의원이 초당적으로 작성한
7 武蔵勝宏(2020). 일본 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에서도 영국 의회의 사전심사제도는
정부제출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위원회 심사 능력을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제도가 법률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
시켰다고 평가하였다.(国立国 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イギリス議会の立法前審査 ,
調査と情報―ISSUE BRIEF― 第1106号, 2020. 7. 1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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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안은 정당・회 를 초월하여 법정발의 요건의

찬성자를 모은다하더라도 실

쉽지 않은 구조이다. 즉 법안발의를 위한 법정요건을
입법절차 이외에 부가된 기관승인의 관행에 의해 정

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충족하더라도 공식적인
당・회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출된 법률안을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
원입법에 대한 부당한 사전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래 법률
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에 공개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정당이라는 사적
인 단체 내부의 밀실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공
동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원이 특정 단체의 이익대표로서 활동하는 장을 제공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각 정당・회파의 기
관결정을 의원입법의 발의・제출의 필요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각 정당이
시행하고 있는 당의구속도 의안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지 않거나 최대한 완화
하고, 적용하더라도 심의가 일정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당의구속을 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68)
사. 소결

– 우리나라 의원입법절차에서의 시사점

일본의 의원내각제 운영 속에서 나타난 입법과정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법

립까지 정부 내각관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나,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사전 당내심사절차인 여당의 사전심사나 기관승인
의 관행으로 입법권의 제약, 형해화한 국회심의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도 의원제출 법률안의 저조함이나 의원의 법안발의 요건의 엄격함, 비공식적인
국회위원회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운영의 불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비판받는 점은 의원입법을 제약하는 정당내 사전심사절차라 할 수 있
는 기관승인의 관행이며, 더불어 의원입법에 대한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여
당심사제 및 정당강제이다.
일본 입법과정의 특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료
와 여당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인데 이는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특징 때문이
기도 하지만, 일본 특유의 밀실 정치문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률안의 입안에서부터성

69)

일본 국회는 우리처럼 많은 수의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는다.70) 내각 제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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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
, 일본의 민주당연 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의 화 , 법학연구,
대학교 법학연
구소,, 2 12. 12., 1 2 .
69) 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명한 공론과정 속에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의회민주주의의 간을
는 정당정치의 극단적인 단인 기관 인의 지와, 불
명한 여당심사의 해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
,
, 2 13,
이하.(김
5, 우리나라 의원
발의 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 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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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안과 의원제출법률안을 통 어서 내각 제출법률안이 많고, 제출된 법률안의 다

까다롭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나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잘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의원입법 건수나 영향력은 크지 않기 때문
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필요성이 약하다. 반면 그만큼 내각 제출법률
안에 대해서는 내각법제국 등에서 엄격히 사전심사를 행하여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있는 점은 의원입법이 절대 다수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원입법에 대
한 입법조사처나 법제처 등 관련 전문기관의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
수를 점하는 내각 제출법률안의 심사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다는 점을 시사한다.

4. 결론

높은 현상이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에도 보편적인 현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원발의 법률안 숫자가 압도적으로
정부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다. 문제는 의원입법의 가결률이 낮아 입법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즉 국회가 많은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 소
모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은 입법을 위한 전문인력과 정확한 정
보의 수집능력 부재에서 오는 한계로 흠결이 많은 상태로 가결되고 있는 것이
이다.

사실이다. 이러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호
황
음 같다.
먼저, 국회 상임위와 법안 관련 정부 부처 상호간의 협의제도 및 법제처와의 3
자간 회동을 정례화 하고, 각 기관에 법안 협의전담부서를 마련하거나, 상호
간의 인적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입법은 발의 직후부터 관련 정부 부처
와 법제처에 의무적으로 회람시키고,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3∼6
개월의 심의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처
등 정부의 법률전문 부처 내에 국회 보좌직원의 법안 입안 전문연수제도를 마
련하는 한편, 법제처 등으로 하여금 국회 법률입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
상 협력이 필요한 상 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다 과

정조직을 설정하여 정부가 국회의 의사일정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그에 더하여,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협력

류

과 교 를 강화하여 당해 법령 심의단계에서 국회와 정부의 법안심의에 대한

편 특히 정당을 매개로 하여 입법과정에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는 한 ,
반으로

-, 2014. 5. 16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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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정부와 국회를 연결지우는 제도적 방안과, 의원입법을 발의하기 전에

칙

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만한하
다. 이를 위하여서 의원 입법안 발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행정부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행정부 내에
서도 행정 각 부처마다 서로 통일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
부의 의견 개진은 법제처나 법무부로 일원화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
원 적으로 행정부와 협의하는 시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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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legislative pro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71)Sung,

Joongtak

*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islative laws,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legislative legislation in korea. In other words, it is true that not only
the time and economic consum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aving to
deliberate and decide many bills, but also the legislative bills are passed
with many flaws due to the limitations that come from the lack of expertise
for legislation.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executive branch
has difficulties in enforcing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In the midst of this,
the Japanese ruling party's Preliminary Review System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ssential procedure before bills a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some criticisms and criticisms. It is a system worth listening to in
that it can be submitted to In that the Japanese ruling party's pre-examination
system for bills is an essential procedure, and that not only government bills
but also parliamentary bills are subject to review, it can be said that the goal
of efficiency has been strengthened more than that of the British Parliament.
By reducing the number of cases subject to review through the selection of
bills in the pre-examination stage, the burden of bill review on the parliament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Therefore, in the case of Korea as well, the
following i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xplosion of lawmakers'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law is circulat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mmediately
after its initiation, and to go through a preliminary deliberation period of at
least 3 to 6 months to prevent hasty legislation, information on the trend of
legisl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 method for sharing
the information, and a method for the Ministry of Legislative Affairs, etc.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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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et up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drafting laws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 government can actively participate in or
cooperate with the agenda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committee's
legislative committee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n the deliberation stage, it is worth considering actively, such
as exchanging data and opinions on bill delib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nd connecting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a
political party as a medium).
t

Keywords : The Japanese parliament, the superiority of bills submitted to the
cabinet, the prior review system, the problem of overflowing
legislative legislation, strengthen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