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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행해진 전자표결기

록을 분석하여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를 살펴봄에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합의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 합의적 의사결정의 양상

을 띤 법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원내에서 표출된 우리사회의 갈등의 쟁점

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하였다.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을 살펴본 결

과, 국회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갈등법안의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적 양

상을 지닌 의사결정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기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변수로 정당관련요인변

수, 행정부지지요인변수, 지역적 특성변수를 설정하였다. 정당관련요인은

국회의원의 이념, 정당 내 리더, 선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연임의원

여부, 그리고 초선여부로 각각 측정되었다. 행정부지지요인은 여당여부로

측정되었다. 주민대표성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지역적 특성요인은 선거인

수, GRDP, 수도권여부, 경상권 새누리당 소속의의원여부로 각각 측정되

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19대 전반기의 정당별 원내 의석확보상황을 고

려하여, 본회의표결에 있어서의 갈등의 수준(threshold)을 정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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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

가운데 찬성률 하위 5%에 해당하는 법안들 중 가결된 법안을 갈등법안

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7개의 법안들은 각각 그 법안의 세부적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갈등법안, 규제적 성격을 지니는 갈등법안, 공

적영역과 관련된 갈등법안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

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살

피고자 하였다.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집합적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통

계분석결과, 정당과 관련된 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행정부지지요인변수로 측정된 국회의원의 여당소속여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주민대표성요인인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선거인수의 차이만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갈등법안의 내용의 분류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집합적 입법투표

결정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법안의 내용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별

적인 입법투표결정양상이 도출되었다.

통계분석 및 법안의 사례분석 결과,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는

누가 무엇을 가지는가? 에 대한 가치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보다 빈번한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갈등의 양상은 여당 대 야당의 대립구도를 보였다.

……………………………………

주요어 : 지역구 국회의원,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전자표결,

갈등법안, 입법투표행태, 정책유형

학  번 : 2012-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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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전자투표결과에 나타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에 미친 요인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결정행위가 의결되는 법안들의 특성

에 따라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자표결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자

신의 최종적인 의사를 표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의사결

정에 영향력을 지녔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제19대 국회전반기

본회의 표결결과를 분석하여, 합의적 의사결정의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국회의 법안의결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여겨지는, 상대적으로 합의

를 이루지 못한 채 가결된 법안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행위에

초점을 두고자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가결된 법안들 중 유효투표수에 의한 찬성률을 기

준으로 갈등법안을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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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은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행위를 통해서 개별 국회

의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의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이해에 대

한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절차

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입법투표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자

신의 최종적인 의사를 표명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2000년 제16대 후반기

국회부터 전자투표방식을 본회의의 표결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존에 기

립표결방식을 고수하던 국회가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투표 연구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

는 기립표결방식과 달리 공개투표 혹은 기록투표로써의 전자투표방식은

의원 개개인의 투표참여 및 결과여부를 공개하여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의 알권리를 증진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1) 또한, 본회의 의결에서 전자투표방식을 따르는 것은 기존의 정

당기율에 따른 집단투표문화로 인해 의원 개인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각 안건에 대한 의

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본회의 표결제도의 변

화로 인해 전자투표결과를 활용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양상을 분석하

는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입법투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회의 의결결과

비 합의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결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과 법안 및 정책

의 성격간의 차별성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1) 다만,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
회법」 제112조2항 <개정 1994.6.28.,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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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법안에서 합의적인 결

과가 도출되고 일부 법안에 대해서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대투표결정을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회 본회의의 입법결정

결과가 합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본회의상정 이전에 상임위원

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체계, 자구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으로 상정된 대다수의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

과된다. 대다수의 법안에서 합의적 양상의 의결이 이루어지다보니, 자연

스레 갈등을 표출한 법안들에 대한 집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저하될 수

도 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결과, 해당 법안에 대해 비 합의적 투표양상이 발

생한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친 의원들의 선호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 과

정에서 정책유형별로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치

및 행정학적 함의를 지닌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국회의 의사결정 특성

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가 이루

어진 법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각각의 상임위원회 별로 차이

는 있지만, 19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본회

의 상정 결정률은 13%정도였다.2) 이처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다

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라고 간

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양

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회가 정책적 차별성에 의한 입법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대결의 장(場)인지의 여부를 가늠해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와 행

2) 위원회에 따라 법안상정률은 차이를 보였으며, 위원회 평균 의안 상정률은 13.5%이었으
며, 안전행정위원회(약6.4%), 기획재정위원회(약7.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약
8.1%)가 낮은 상정률을 보였으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약58.3%)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안상정률을 보였다. 제19대 국회위원회별 통계,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2.jsp> 참조 (2014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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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협력과 갈등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저울질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에 있다. 한 사례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개정법안」 역시 정

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국회에서의 법안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정부가 정

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국회의원의 입법결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은 정책의 주요한 참여자로서의 의회를 연구하는 것이므

로 의의를 가진다. 셋째, 입법결정역시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이며, 정부

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투표에 관련된

연구는 입법투표의 구체적 사례 및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도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정책내용과 의원의 입

법행태에 관한 연구는 국회의원의 정책적 책임성을 증대, 입법의 합리화,

효율적인 정책수립, 국민의 권리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기관으

로 평가된다. 실제로, 18대 국회의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실시된 “제18

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난 4

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3) 또

한, 2013년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4)에서도 19대 국회활동을 잘했다라고

응답한 조사국민은 10%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우리

3) 국민74.4% “18대 국회 의정활동 잘 못해”, <세계일보>, 2012/5/6 14:16:5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5/06/20120506020530.html>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의 74.4%가 ‘잘못했다’고 응답해, 지난 17대 국회 평가(2008년 문화일보 조사)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잘했다’는 평가는 12.8%에 불과했으며, 4년 전 평가에 비해 
10.9%p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5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50명을 대상으로 휴
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전화 조사로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였다.)

4) 조창원, ““민생, 민생 외쳐도 결국엔 당리당략” 국민의 눈, 냉엄했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1월 2일자 제 4면. 파이낸셜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현 국회 제도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조사기
간은 2013년 12월 20~23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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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

피고, 이를 통해 정책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입법부의 모습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제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본회의 전자투표결과 비 합의적 투표양상이 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 법안들에 대한 국회

의원의 입법투표 양상이 법안의 내용에 따른 정책적 특성과 차별성을 지

녔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본회의에서 의

결된 법안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1) 국회의원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다. 연구의 대상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 우리나라의 정치 및 행정문화,

그리고 연구의 적합성 향상에 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간의 대표성의 차이이다.

물론,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을 대표한다. 하

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 자신의 선거구에서 국

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명부식

선거로 당선이 확정된 비례대표의원과 달리, 원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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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하는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및 행정문화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및 행정의 특수한 상황에 지역적 요소는

가치적 문제의 접근을 제외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한 사례로, 우리나라

에서는 ‘지역안배인사’5)요소가 대통령이 행정 관료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까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국단

위 선출직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일부지역 및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는, 지역적으로 양분된 결과로 나타났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역적 요소를 배제한 채 우리나라의 정

치 및 행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적 기반요소가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외시키는

것이 연구의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통계분석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과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통제시킬 수도 있지만, 연구자는 오히려 연구대상의 범위

를 축소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 갈등법안

둘째, 본 연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 중 표결결과가 비 합

의적 양상을 보인 법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자는 유효투표수

5) 이지운, “안보공백 최소화, 지역 안배·청문회 통과까지 ‘다목적 포석’:안보라인 구상 및 
후임 인사 전망”, <서울신문>, 2014년6월2일 제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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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균찬성률을 기준으로 합의적 양상을 띤 법안과 비 합의적 양

상을 띤 법안을 분류하였다. 특히, 찬성률 하위 5%에 해당되는 법안들을

갈등법안으로 정의하고, 갈등법안의 범주에 포함된 57개의 법안들을 통

계분석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갈등법안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는 서로 다른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결정기구

이기에 본회의 의사결정은 합의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되

는 법안들에 대한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법안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쳤기 때문이

다. 결국, 본회의의 입법투표결정에서 전자투표절차 및 결과가 중요한 법

안은 위원회의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회의 의결결과 비 합의

적 양상을 보인 법안, 특히 입법투표결과를 통하여, 첨예한 갈등이 표출

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법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서 표출된

갈등의 쟁점을 파악해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1) 지역구 국회의원

본 연구는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 제19대 전반기에 국회 본회의

에 의결된 법안투표에 참여한 의원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때문에, 국

회의원직을 상실 및 사퇴한 지역구 의원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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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법안 및 통계분석 대상법안의 선정

갈등법안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대한민국 제19대 전반기(제308회~

제324회)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가 행해진 모든 안건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안건들을 살펴본 후,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찬성률을 기준으로 갈

등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가 행해진 의안

들 중 법안들만 따로 분류하였다. 국회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여기서 국회에서 심의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

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총칭한다.6) 연구자가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안만을 따로 분류하여 연구의 범위를 좁힌 까닭은 국회가 담당하는

여러 권한 중에 법률안에 대한 심의만이 의안의 일반적인 심의 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권한 중에서 정

책의제설정단계부터 정책의 결정과정까지의 일련의 단계를 법률안만 거

치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7)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회적인 이슈들은 국

회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의제로 설정된다. 이렇게 공식적

인 의제로 채택된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은 법률의 형태를 취해 국회의

본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정책으로 결정된다.8) 이에 따르면, 국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개요 
<http://likms.assembly.go.kr/bill/WebContents/Summary.htm> 참조. 

7) 정정길(2012)을 주로 참조함.
8) 여당과 야당의 법안에 대한 쟁점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경우,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의 

부재로 종종 정부의 정책집행시기가 미뤄진다. 정정길(2012)에 따르면, 정책과 법률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기본적 내용이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가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행정부의 직권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회의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
다. 국회에서 특정법안에 대한 의견대립이 장기화되는 경우, 그 법안은 자연스레, 이 법
안의 내용에 관심이 없던 잠재적 수혜집단에 관심을 끌며, 사회 전반의 갈등양상으로 



- 9 -

회에서 의결되는 법안들은 현재 그 사회의 대다수의 정책적 요구가 포함

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정의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수집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중, 법률안을 제외

한, 예산안, 결산안 및 기타의안에서는 정책의 심의가 아닌 국회의 행정

부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국회의원의 입법결정행태와 법안

의 성격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한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

단하였다.

연구자는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단계를 거쳐 의결된 의안을

국회의원의 찬성률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였고, 의안들 중 법률안만을 채

택하였다. 찬성률은 전자투표에 참여하여 투표한 의원의 수(유효투표수)

에서 찬성결정을 한 의원의 비율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구자가 갈등법안

선정에 활용한 투표의원수와 통계분석에 활용된 투표의원수에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결

정을 행한 법안들에 대한 평균 찬성률을 기준으로 평균 찬성률이하에 속

하는 법안들을 비 합의적인 법안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의

기준(전진영 2005; 정연경 2012)을 따른 것이다.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가 행해진 안건은 1,450건이

었으며, 이들 중 법안은 1,285건이었다. 개별 법안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96.13%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평균 찬성률보다 낮은 법률안을 비 합의

적 법안으로 정의하였다. 국회에서의 전자투표방식도입 이후, 현재까지

번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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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17대 18대 19대 전체

폐기 985 3,792 7,433 84 12,294

대안반영폐기 634 1,918 3,845 1,707 8,104

원안가결 924 1,553 2,171 1,067 5,715

수정가결 572 995 760 529 2,856

부결 17 9 8 3 37

철회 45 101 545 112 803

총 의안 수 3,177 8,368 14,762 3,502 29,809

의안 성격 부결 비 합의적 합의적 만장일치 전체

투표 안건 수(N) 24 735 2,536 712 4,007

비율(%) 0.6 18.3 63.3 17.8 100(%)

국회에서 처리된 의안의 통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연

구범위로 설정한 제19대 국회 전반기와 직전 임기인 제18대 국회 본회의

전자투표의결양상은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본회의

전자표결에서 합의적 투표행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

안은 20%정도에 불과하다.

[표 1 - 국회 처리의안 통계]9)

[표 2 - 제18대 및 제19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전자투표의결양상10)]

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Search.js
p> 참조(본회의 324회까지 포함된 통계임). 

10) 제18대와 제19대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이 행해진 안건들에 대한 평균찬성률은 약 
96.52%였으며, 제18대 국회의 경우는 약 97.05%,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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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한 평균찬성률이

96%에 해당된 다는 점에서 비 합의적 양상을 띤 법안들이라 할지라도,

다수의원의 합의가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평균찬성률보다 찬성

률로 가결된 법안을 갈등법안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때

문에, 연구자는 의석과반을 획득한 정당이외에 소속된 의원들의 절반정

도 수준의 반대가 존재했던 법안이라면, 상임위원회의 합의가 있었던 법

안에 대해서 본회의 수준에서의 갈등이 표출된 법안이라 여겨질 수 있다

는 생각을 하였다. 원내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

다고 가정했을 때, 찬성률이 75%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면, 이를 갈등이

존재했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처럼, 갈등법안에 대한 찬성률의 문턱

(threshold)정도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민을 한 끝에, 원내과반의석을 차

지한 정당이외에 소속된 의원들의 절반정도까지 보수적인 이탈투표를 한

경우를 갈등법안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결과, 찬성률은 80%

정도의 수준에서, 찬성률 서열화 기준에서 하위 5%에 해당되는 법안들

이 갈등법안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57개의 갈등법

안을 통계분석을 위한 대상법안으로 선정하였다.

3) 내용상 특성에 따른 갈등법안의 선정

연구자는 57개의 갈등법안에 대한 집합적 입법투표결정에 의한 통계분

석에 따른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법안 및 정책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양상이 차별성을 띠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갈등법안을 법안의 특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뒤 이에 대한 이항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7개의 집합적 투표결정에 대한 통

96.13%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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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결과와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별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책유형을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점이 지적된다. 하나의 정책만

을 놓고 보더라도, 서로 다른 이해가 엮인 행위자와 다양한 학문적 관점

이 존재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극복하면서, 해당 정책들을 일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책분류에

있어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정책들을 배타적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다만, 정정길(2012)에 따르면, 정책분류는 해당 정책의 주요

한 내용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먼저, 대상법안들의 대상주체들을

기준으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공인이 아닌 사인을

그 법안의 대상주체로 한 경우, 이를 사적영역에 포함되는 법안으로 간

주하였다.

다음으로, 사적영역은 법안의 가결을 통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취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살핀 후, 이를 배분 및 분배적 성격

을 지니는 법안으로 분류하였다. 사적영역에 속한 법안들 중 규제행위를

명시한 경우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법안으로 분류했다.

공적영역에는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개인의 행동규정에 관한 법안이거나 정부조직 및 선거구획정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포함되었다.

이 결과,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률 하위 5%에 해당

되는 갈등법안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분류가 가능하다. 배분 및 분

배적인 성격을 띠는 사적영역과 관련된 법안들, 규제적인 성격을 띠는

사적영역과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법안의 대상 주체를 정부 및 공공기

관 등 공공영역에 한정한 공적영역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의

정책유형에 따라 57개 갈등법안을 분류한 결과,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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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법안이 31개, 규제적인 성격을 지니는 법안이 8개, 공적영역과 관

련된 법안이 18개였다.

4) 연구의 시간적 범위

연구자가 연구의 범위를 제19대 국회에 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법

안들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가결된 법안들

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가 시행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공개된 것

은 제16대 국회후반기부터이다. 연구자는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태를 살

펴보기 위해 전자투표가 행해진 이후부터의 안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

니라 최근의 국회의원들의 입법행태, 그 중에서도 갈등이 존재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안만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난 주요한

문제와 국민들의 정책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구가 어떠한 양상

으로 해결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현황 상 매 선거마다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초선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11)한다는 현실이다.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져간 의원들의 결정행위를 분석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연구자는 정책의 현시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처럼, 시간의 축을 기준으로 최근의 입법결정요인만을 분석하는 것

은 현재 임기 중인 국회의원들의 선호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의원 및

국민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심지어 19대 국회는 전반기만 완료된 상

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국

11) 제19대 국회의 경우 초선 국회의원비율은 전체의원의 50.2%에 이르며, 제18대 국회의 
경우에는 4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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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입장에서 의견 개진 및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존재하지만, 제

19대 전반기 국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제3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갈등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입법투표결정행위가 법안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따라

차별성을 지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본회의회의록(제308회~제324회)의 전자투표결과를 추출하여 살펴본

다. 이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요인

은 무엇이며, 이들의 입법투표결정행위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법안으로 정의된 법안들에서 국회

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양상이 해당 정책 및 법안의 속성에 의해 달리 나

타났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는 해당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전

자투표의결이 행해진 법안들 중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한 찬성률 하위

5%에 해당하는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만을 살펴보았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을 세우고, 연구가설의 주요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

및 지표를 정의한다.

둘째,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국회 회의록시스템과 국회 의

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난 본회의 표결정보와 법안정보를 기반으로 기초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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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셋째, 연구가설을 고려하여, 본회의 표결결과 갈등법안으로 정의된 입

법표결에서 나타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적 검증을 시도한

다.

넷째, 갈등법안의 내용에 따른 정책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정책유형

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집합적인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와 어떠한 차별성을 띠는지를 살핀다.

다섯째, 검증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도출한

다.

먼저, 갈등법안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조사하고

SPSS 18.0을 활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행하였다.12)

다음으로, 법안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

정양상이 차별성을 보였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계분석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하였다.

12) 갈등법안에 속한 개별 법안에 대해서 각각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방법(반대, 기권, 불
참을 모두 반대로 간주하는 방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반대를 적극적인 반대, 
기권을 소극적인 반대로 다르게 간주하는 방법)을 실시한 결과 큰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러한 결과는 후술하게 될 국회의원들의 반대결정을 정의함에 있어 기권
과 불참을 반대의 의사표시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가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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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총 6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설명한다.

제 2 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논문

에서 다룰 차별성을 도출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 및 법안의 유형 및 속

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본 논문에서 어떻게 활용 및 발

전시켜나갈 수 있는지 고려해본다.

제 3 장은 본격적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연구를 설계한다. 연

구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정함으로써 이를 기반으

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선정과 자료의 조사

방법 및 분석방법을 고찰해본다.

제 4 장은 자료의 통계적 실증검증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해석한다.

제 5 장은 개별 법안사안 및 법안유형간의 사례분석을 행함으로써 제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어떤 특성의 법안들이 갈등적인 투표결정을 야기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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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 절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1.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태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13)

Cherryholmes & Shapiro(1969)은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성향의사소통모형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입법결정행위를 설명한다. 즉, 국회의원은 먼저 법안을 통과

시킬지 반대할지에 관한 자신의 성향을 평가하게 된다. 성향이라 함은

자신의 과거행적, 소속정당의 입장, 그리고 자신의 선거구에 법안이 미칠

영향력을 뜻한다. 다만, 자신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세 요인들 중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료의원 및 대

통령과의 의사소통과정, 그리고 자신의 투표결정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

여 입법투표권을 행사한다.

Miller & Stokes(1963)는 정책에 대한 지역구의 태도는 지역구에 대한

하원의원의 인식과 의원의 태도에 각각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의원의 표

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역구의 태도와 지역구에 대한 의원의

인식 및 의원자신의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사회복지, 외교개입 등의 정책

적 차원에 따라 다른 수준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지역구의원

의 표결행위는 자신의 정책적 선호와 지역구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호에

대한 의원의 인식에 강하게 영향을 받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의 의사

13)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태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의 경우, Kingdon(1977)에 정리된 다
양한 모형들에 대한 설명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해당 모형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Kingdon(1977)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 이론의 경우, 관련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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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적 선호를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

다.

Clausen(1973)은 국회의원이 입법결정을 함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정

책적 차원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법결정과

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위치

에 놓여있는 대안을 택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의원

들은 정책의 요지를 자신의 정책입장과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이를 비교

선택하는 방법을 취한다.

Kingdon(1973)은 합의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해당 법안 혹은 사

안의 논쟁의 유무를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태를 파악하는 첫 단계로 간

주하였다. 논쟁이 없는 사안에서 국회의원은 합의를 추구하는 투표를 행

한다. 반면, 논쟁이 있는 사안의 경우, 자신의 투표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세력 내에서의 논란이 존재하는 지를 살피고, 논쟁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그 세력과 동일한 입법투표를 하게 된다. 그는 선 합의과정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 합의과정에는 의회환경에서 통용되는 합의,

주요 관계집단 사이에서 고안된 합의, 의원의 개인적인 정책태도와 과거

의 투표전력 등에 따른 투표결정과 관련된 체계를 포함한다.

Matthews & Stimson(1975)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과정이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의원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핵심 동료 의원

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가에 따라 입법투표행위를 결정한

다.14) 특히, 위원회제도가 발전되어있을수록 입법자들은 자신이 속해있

는 위원회가 관여하는 입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며, 전문지식이 없

14) 동료의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개별 입법자의 입장, 정당의 대표
단의 의사, 소속정당의 입장, 나아가 입법부 전체의 선호를 고려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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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자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

다. 또한, 입법투표 시 유력 국회의원(cue-giver)이 특정 입장에 동의할

때 보다 용이한 입법투표가 가능하며, 의회 내에서 몇몇의 유력 인사들

은 의회, 정당, 주 대표들과의 합의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

다.

Schilling(2014)역시 비용의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요인을 고려

하였다. 국회의원이 소유한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비용의 문제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모든 법안에 대해 고려할 수 없고 집합적인 의사결정

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차원으로 동료의원에게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은 국회

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의원일지라도 결국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는 NAFTA에 대한 입법표결결과를 통해 그의 주장을 입증하

고자하였다.

Kingdon(1977)은 자신의 논의를 개진시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통합모형을 설계하였다. 통합모형은 입법투표 시 국회의원이 고려

하는 중요 요인들로 선거구, 행정부의 영향력, 그리고 선의의 정책입안을

꼽았다. 킹던 교수의 입법투표 통합모형에서 국회의원은 절차적인 질문

방식을 취하여, 이에 자문자답하는 형식을 거쳐 최종 입법투표에 이르게

된다. 그는 당내갈등이 있는 사안에서의 입법투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

합모형을 정교화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그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당

내갈등사안, 나아가 정당 간 쟁점법안들에 관한 입법투표는 현실상황에

서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15)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당내갈등

15) 킹던교수는 1969년 222개 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의원들의 결정을 분석단위로 삼았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미국 하원의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소위 갈등이 존재한 법안은 전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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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해당법안에 대한 선거구민의 높

은 관심이 존재할 경우에만 선거구민의 의사대로 투표한다. 이때, 여당의

원들은 입법투표대상 법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법안인

경우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의사대로 투표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회의원

들은 선의의 정책 혹은 좋은 공공정책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입법과정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Davis, Dempster & Wildavsky(1966)는 예산과정에 관련된 정치과정

이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로

구성된 의회라 할지라도, 단일한 의사결정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예산기관에 대한 입법결정은 의원들의 과거 결정들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과거 행적에 따른 입법결정

과정은 결국, 유사한 쟁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거 입법투표행태가 현재

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시키는 결정

을 하게 되고, 국회의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Mayhew(1974)는 국회의

원들이 재선에 대한 욕구가 입법과정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데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방의회의원은 재선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전제를 세우고 이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재선, 입장표명, 정책입안 등의 다양한 목표를 추

구하는 행위자이지만, 재선가능성이 입법투표행태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

한 요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역시 지지자들

의 이익을 보다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실증분석을 통해 몇몇

의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통과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안들 중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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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Fenno(1973)는 의회위원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위원회 소

속 의원들이 공유하는 세 가지 목표를 산출했다. 그는 각 위원회의 의원

개개인의 행위를 분석하는 미시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그에 따르면, 위

원회구성원들의 세 가지 목표는 재선, 의회 내에서의 영향력, 좋은 공공

정책 입안이다.

2.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

최재영(1995)은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결정행

태를 설명하였다. 그는 킹던이 제시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모형에 착안

하여 한국의 정치문화상황에 적합하게 킹던모형을 수정하였다. 그는 국

회의원의 설문결과를 기준으로 갈등의 존재여부를 판단했다. 공론화

(salience)의 여부에 있어서도 계량화 방식이 아닌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

지된 사안들을 추출하여 설문지 문항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처럼 재 정의된 킹던의 한국형모형을 토대로 14개 안건에 대해서

설문지를 제작하여 9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81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

으며, 세 명의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선정한 현시성이 높은 안건(high salience)중 지역구의

이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건은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

계법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1994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진영(2005)은 제16대 국회 본회의 입법투표에서 발생한 국회의원의

입법결정행태를 분석하였다. 제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에 부쳐진

모든 법률안 중 입법의제상정에서 본회의 표결까지의 전체 입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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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의원 입법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총 429건의 법안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429건의 법안 중 국회의원의 투표결정 요인을 밝히기 위

해 투표균열이 나타난 모든 법안에 대한 개별적인 통계분석을 실행하였

다. 독립변수는 소속정당, 출신지역구, 이념성향이였고, 통제변수는 선수

(legislative career)였다. 종속변수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투표결정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국

회의원의 입법투표에서 기록표결의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제도가 우

리 국회 내에서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여, 기존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

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전히 ‘정당’이며,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소는 자신의 지역구였다.

정연경(2012)은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론이탈투표를 하게 되는 중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정당이 국회의원들에게 자율

성을 부여할 때, 당론 이탈투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서 비공식적인 리더가 된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일수록 당론이탈투

표를 빈번히 행했으며, 정당지도부에 위치한 국회의원일수록 당론순응투

표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의 이념적 성향이 입법투표

에 반영되어 당론이탈투표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구 유권

자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당론이탈투표를 행하게끔 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지역구 유권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재선을 목적으로 지역구요인이 입법투표결정에 중

요한 영향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신미향(2013)은 대한민국의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의 통상정책

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통상정책에 대한 선호결정요인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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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의원의 법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선거구의 성격

과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특성을 각각 설정하였다. 지역 선

거구의 성격은 지역 선거구의 이익, 농업지역 여부와 무역량, 유권자 인

구수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소속정당의 기속성 요인은 소속정당의 여/야

여부, 소속정당의 이념(보수/진보),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국회의원의 성별과 연령, 최종학력이다. 분석결과 지역구 국

회의원은 지역의 이익과 정당의 당론에 모두 영향을 받아 통상정책의 선

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여부와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된 성별, 연령, 학력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강필성 외(2014)는 다차원척도분석법(Multi-Dimensional Scaling)과 네

트워크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의원 간 유사성에 기반 한 제18대 국회의원

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 법안쟁점도 지표(유효 투표율, 찬반 다양

성, 그리고 정치 성향 다양성)와 의원 간 투표유사도 지표(공통 유효투표

비율, 동일투표비율, 그리고 결과의 동등성)를 산출하여 투표행태 분석에

활용하였다. 소속 정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횟수를 구분하여 법안

쟁점도 지표 상위 5%, 10%, 20%에 해당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국회의원의 투표결정을 찬

성과 반대(반대, 기권, 불참 포함)의 양자택일의 선택결과로 간주하고 있

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정법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제18대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된 모든 법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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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정책17)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강제성 대상 개별적 개별적 집단적 집단적

강제성의 

직접성

간접적

(remote)

직접적 

(immediate)

직접적 

(immediate)

간접적

(remote)

주요정치

행위자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 개개인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들의 집단

이념적 차별성에 

따른 의원들의 

집단

이념적 차별성에 

따른 정당

행위자간 

관계

상호묵인

(logrolloing)

거래

(bargaining)
이념적 대립 정당 간 대립

제2 절 입법과정 및 정책유형에 관한 연구

1. 정책유형 및 정책속성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16)

Lowi(1964)는 ‘정책의 특성들이 정치과정을 지배한다’는 관점을 제시하

였다. 그는 처음의 연구에서 정책을 정치의 특성과 속성에 따라 배분정

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으나, 이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정책사례들이 생겨나자 후속연구(Lowi, 1972, 300)에서 구성정책을 추가

하였으며, ‘강제성의 대상’과 ‘강제성의 직접성’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의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의 정치과정이 나타났는지를 보였다. [표 3]은 로위의 정책유형화 분

류에 관한 논의를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 로위(1972)의 정책유형화 분류기준 및 특성]

16) 정책유형 및 정책속성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와 관련해서는 남궁근(2010), 정정길
(2012), 정지은(2009), 정찬호(2011), 최병선(2012)과 관련 논문 및 저서를 주로 참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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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역할
결정적 부분적 거의 없음 거의 없음

행정부의 

역할
보조적 보조적+조율적 주도적 주도적

정책사례
조세, 보조금 

정책 등

교통법규, 

반독점법 등

소득세, 

연방준비율 등
선거구재획정 등

출처: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 p.8

배분정책18)은 개개인의 국민들의 특성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재화나 서비스, 또는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소

유한 한정된 자원을 특정 대상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정책과정상 지역

적이고, 이념이 고려되지 않는, ‘갈라먹기 다툼’(pork barrel politics)양상

을 보임을 특징으로 한다.

규제정책19)은 정부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규칙

을 제정하여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및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이다. 다만, 정부는 특정 집단의 활동을 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집단

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소속 집단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다르

게 나타난다. 로위는 불공정경쟁, 과대광고,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사

17) 한정훈은 분배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정정길(2012)에 따라 배분정책으로 
명하기로 한다.  

18) 배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교육서비스제공, 수출보조금제공에 
관한 정책들이며, 로위는 19세기 미국의 토지정책과, 관세, 보조금을 사례로 들었다. 

19) Ripley & Franklin(1984)은 로위의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방송전파권의 부여,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등과 같이 
정부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관한 정책으로, 해
당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소수의 기업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보호
적 규제정책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 활동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
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책으로, 대다수의 규제정책이 이에 속한다. 소비자보호법, 산업안
전법, 식품위생법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2),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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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들었으며, 규제정책은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누진세 제도의 실시,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

양,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에 관한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이러

한 재분배 정책은 계급대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크게 야기할 수 있으며, 의회의 역할은 정상조직 간의

합의를 인준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정책은 입헌적 정책들을 뜻하는데, 정부운영과 관련된 정책이 해

당된다. 선거구 조정, 법원의 관할구역 설정, 정부조직 개편 등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구성정책은 일반국민들의 관심이외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이며, 정치권의 의견이 중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Ripley 와 Franklin(1984)은 정책을 배분, 보호적 규제, 재분배정책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적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대중 혹

은 주요한 부분을 보호하려는 중앙정부의 주요한 방식이며, 이러한 성격

의 정책을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배분정책과 비교한다면, 보

호적 규제정책에서 의회와 행정부는 종종 갈등을 보이며, 의회는 일반적

으로 더 엄격한 규제정책의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Ripley & Franklin

1984, 137-140).

Wilson(1980)은 정책의제의 특성에 따라 관련 집단들의 정치적 행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윌슨모형은 정책유형에 대해 구분

한 모형이 아님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정책유형에 따른 연구에서 활용

하고 있는 모형이다. 그는 해당 정책의제에 대하여 이해관계 집단들이

인식하는 비용과 편익에 주목하여, 비용과 편익의 정도에 따라 정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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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된 비용(If the perceived costs are:)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편익

(If the 

perceived 

benefits are:)

넓게 분산

대중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기업가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좁게 집중
고객 정치

(Client politics)

이익집단 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을 분류하였다. 정책유형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의 정치유형을 제시하였으

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 정책이슈에 따른 네 가지 정치적 상황모형]

출처: Wilson, American Government, p.429

대중정치모형은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

어 부과되고 이에 해당되는 편익역시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산되는 경우

를 말하며,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익집단정치모형20)은 제안된 정책에 대해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의 동질화된 집단에 부여되는 경우이다. 정책 입안의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집단들은 조직적인 행위를

할 강한 유인을 갖으며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이 표출된다. 반면 대다수

의 일반 공중의 인지도는 낮으며, 일반국민의 의사는 제3자적 입장에서

20)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안 혹은 의약분업과 같이 상호 대체적이거나 경쟁적인 정
책들이 이익집단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 28 -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고 하였다.21)

고객정치모형22)은 입안되는 정책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게 되지만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되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속성 때문에 편

익의 수혜집단이 될 사람들은 이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고객정치에 해당되는 법안은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연

합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정치과정을 담합(log-rolling)이라고 정의한

다.

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는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지만 편익은 대다수에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고객정

치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말한다.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집단들은 잘 조직되어 해당 정책의 입안을 반대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되지만, 편익이 기대되는 대규모 집단은 그 혜택을 인지하

지 못하거나 예상되는 혜택이 미미하여 조직될 동인이 부족하여 정치적

활동이 미약하게 된다.23)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비조직적이고 무관심한

다수를 위해 활동하는 ‘정책기업가’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법안의 의회

채택이 가능해진다. 소위 전국적 지지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익단체

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대중정치가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다.24)

21) 이익집단정치의 정책유형에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간주한 견해는 기술의 발
달로 일반대중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참여가 인터넷매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로 보
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22)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에 관련된 법안, 최저가격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 
법안이 대표적인 고객정치모형의 사례이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선(1992)에 따르면, 특정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법안 등이 의회
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즉, 잘 조직된 강력한 소수의 동질적 집단이 미
약한 다수에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발생되는 원인
으로 경제사회적 위기 및 화재의 발생, 정권의 변동, 공익단체의 활약을 넘어선 대중정
치가의 이미지를 위한 기업가적 정치가의 존재가 이러한 입법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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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유형과 입법결정과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

정용덕 외(1996)는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에 근거하여 대한

민국 의회의 정책 및 입법 유형에 따른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입법사

례분석결과, 법안이 지닌 정책의 내용적 속성에 따라서 그 결정과정이

상이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여, 윌슨의 모형이 한국의 입법과정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한국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정책사안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의회에서도 ‘정책(=정책사안 및 법안)’이 정치(=입법과정)를 결정한

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정부정책에 적용시킨

정책결정의 유형화모형이 한국의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를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1980년대에 제안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이 모형에서의 네 가지 유형별로 시례들을 선정하였다. 대중정치의 사례

로는 「의료보험입법」을, 이익집단정치의 사례로는 「최저임금입법」을,

고객정치의 사례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기업가정치의 사례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채택하였다.

전진영(2005)은 16대 국회에서 전자표결에 부쳐진 법안에 대한 국회의

원의 입법행태를 살피면서 갈등법안 중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27건의 법

안들이 정책유형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24) 여기서 정책기업가는 정책선도자와 유사성을 지닌다. 정책선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미
래의 정책에 대한 보답으로 기꺼이 자신의 자원을 투입하려는 사람으로 정의되거나
(Kingdon: 2011), 아이디어의 전파와 활동을 통하여 정책변동을 유도하는 사람들(유
훈,2001)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책선도자 혹은 정책 활동가(policy entrepreneurs)는 
입법투표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다선의원이나 전국적인 지
지도 혹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의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최고 권력자인 대
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원, 국회에서 직위를 맡고 있는 원내대표 등의 국
회의원이 정책기업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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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갈등적인 입법행태를 보인 법안들은 윌슨(2001)의 정책유형을 기준

으로 볼 때 이익집단 정치와 고객정치에 속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지만,

갈등투표의 축과 윌슨의 정책유형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본회의 표결에 대한 통계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윌

슨의 정책유형화에 부합되는 법안을 선정하여 법안의 정책유형과 의원의

입법행태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사례분석을 위해서 대

중정치의 사례로는 「암관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기업가 정치

의 사례로는 「수질오염 방지법」을, 이익집단 정치의 사례로는 「세무

사법」과 「유아교육법」을, 고객정치의 사례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경제특구법」을 채택하였다. 윌슨의 정책

유형화에서 정책편익이 전 국민에게로 분산되는 다수주의 정치와 기업가

정치유형에 속하는 법안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완전 합의적 입법투표행태

를 보였으며, 정책편익이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이익집단 정책과 고객정

책에 속하는 경우 국회의원들의 갈등적인 투표행태가 관찰되었다.

한정훈(2013)은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제18대 국

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친

88개의 법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법안들의 분포가 어느 한 정

책유형에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관련 분야법안이 분

배, 규제, 재분배적 성격을 지닌 정책을 고르게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으로 분석대상 법안을 정책유형별로 범주화

하기 위하여 로위가 제시한 ‘강제성의 대상’과 ‘강제성의 직접성 여부’라

는 두 가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두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로위의 정책유형분류 방식이 모호하여 구

체적인 법안분류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비판에 대처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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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책유형과 정당경쟁도가 법안별 입법갈등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

향력을 검증한 결과,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은 정책유형보다는 정당 간

경쟁이 주요 원인임으로 나타났다.

제3 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

국회의원의 입법행태 및 정책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법안들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가

상준 2009; 권은실 2012; 서인석 외 2010; 정지은 2009; 정찬호 2011; 한

정훈 2013). 또한, 상임위원회의 입법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상임위원회의 입법과정 및 절차를 분석하였으며, 몇몇 연구들에서 성격

이 다른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선택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연구는 주로 보건복지 분야, 통상 분야, 법사위원회에 한정되었

다.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관해서 살펴본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정

당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소속정당이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투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지만, ‘연임’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진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입법결정을 할 때 ‘재선’여부를

강력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연구에 따른다면(심지연

2003; Mayhew 1974),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

리의 특수성인 정당의 공천문화와 결부된 연임여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공천방식이 활용되고 있

지만, 예비선거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당기율에 기초한 공천

여부가 재선을 위한 개별 의원들에게 중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학술논문검색결과, 행정학의 분야에서 국회를 연구한 경우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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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킹던(1977)의 주장과

같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입법가, 관

료, 판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여러 의사결정자들의 선호결정요인을 분석

하고 예측하는데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투표도입이후 이에

대한 일련의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되는 국회의 의사결정과정과는 달리 행

정부 및 이외의 집단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으

며, 본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표결

에 관한 학술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률을 기준으로 갈등법안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집합적인

투표결정을 살펴볼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제1 절 연구문제의 선정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전자표결에서 나타난 입법투표결과를 분

석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한국정치문화의 특수성으로 평가되는 강한 정당기율의 요

인들이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인지를 살펴보도록 한

다. 나아가, 이것이 법안 및 정책의 특성들과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 살

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즉,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에의 가장 마지막 의사결정단계인 본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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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표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

는 것이다. 또한, 소속정당기율이 비교적 강하다고 간주되었던 우리나라

의 정치현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정당과 관련된 제도적 속성인지 지역적 차별성인지를 밝힌다. 이 과

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양상이 법안과 정책의 차별성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결정행위와 법안 및 정책의 특성간의 관계성을 살피고

자하는 시도는 국회의원 개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책 내용을 고려한 입법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를 평가해볼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해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민과 국회

의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의 문제에 대한 시사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흔히 알려진 주인-대리인 이론25)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대리인은 의사결정상황에서 주인

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결정을 한다. 주인과

대리인간의 소유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주인은 자신의 재량권을

부여한 대리인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민’간의 관계 역시 주인-대리인이론으

로 설명될 수 있으며,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재량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대표성논의의 측면에서, 박찬표(2004)26)역시

국회본회의표결연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에

25) 네이버 행정학사전 대리인 이론 [代理人理論, principal-agent theor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235&cid=42155&categoryId=42155> 
참조.  

26) 박찬표,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제9장 국회표결제도와 표결연합의 정치역학』 (한
울아카데미, 2004), pp. 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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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대표성을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이 정당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갈등법안의 영역에 있어서 법안의 내용을 구분하여 분

석을 시도하고자하였다. 그 결과, 사적영역의 배분문제를 다루는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 사적영역에서의 규제문제를 다루는 규제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 그리고, 로위의 구성정책과 유사한 공적영역에 관한

법안으로 나뉘었다. 특히, 배분 및 분배문제를 다루는 법안의 경우, 정치

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이스턴27)(1952)의 견해인 가치의 권위적 배분

(누가 무엇을 갖는가?)에 착안하여, 배분의 행위에 대한 갈등이 우리나

라의 본회의 입법결정에도 다수 나타났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차별성역시 드러날 수 있겠다.

이러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갈등법안에 대한 지

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갈등법안의 범주에서 분류된 법안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띤

투표결정양상이 초래되었을 것이다.”로 삼는다.

제2 절 연구가설의 선정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

다.

27)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Alfred A. Knopf, 1952), p. 
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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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정당과 관련된 요인은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강한 정당기율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갈

등양상을 지닌 쟁점법안의 경우 당론이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정정길 2012 등). 또한,

Burke(1770)28)에 따르면, 정당은 비슷한 주의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

여서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논의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다른 정당에 소속

된 의원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당문화가 보다 강한

기율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

들은 동료 간의 유사한 선호를 공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갑윤과 이

현우(2011)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몇몇 법안의 경우 동일한 정당 내

에서도 의원 간의 분명한 선호차이가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입법투표

결과 국회의원의 정당 내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택(2012)

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본 정당별 이념성향

은 더욱더 차별성을 띠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19대전반기

본회의 입법투표 결과에서 찬성률이 낮아 갈등법안의 집합으로 분류된

법안의 경우, 정당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

던 법안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갈등법안

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은 정당과 관련된 요인들에 영향을 받

았을 것이다.

28)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6), pp. 356. 과 Political party에 관한 위키백과 설명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al_par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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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

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의 지지와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정당 간의 연합

(coalition)이 드물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경쟁이 심해서 실질적인

양당제 구도를 갖는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따라서 본회의

에 상정된 법안이 최소한 집권여당의 지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29)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부분 법안의 경우 일정수준의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갈등법안의 경우 여

당은 당론으로 이를 찬성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거나 여당 내에서 (진보적

인) 이탈표나 야당 내에서의 (보수적인) 이탈표가 많이 나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지

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29) 집권여당의 지지정도를 어떻게 정의하는 지에 따라 갈등법안에 포함된 개별법안들에 대
한 평가도 달라 질 수 있다.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
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본회의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본회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회의 311회 1차에서 가결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법안
상정에 대한 여야지도부의 합의가 존재했었지만, 법안의 표결결과, 여당의원들의 20명
만 법안에 찬성하였다. 표결결과만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은 여당이 반대한 법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9대 전반기 국회는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
이었으며, 원내과반의석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이 개별법안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
고자 했다면, 세부사항을 수정하지 않고서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개별 법안이 아닌 갈등법안의 집합에 대한 연구에 한해서, 본회의에 상정
된 갈등법안들의 집합에는 결과적으로, 원내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암묵적 혹은 직
접적인 지지의사가 내재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 할 수 있겠다. 갈등법안의 범주에 포함된 57개의 법안들 중, 10개의 법안에서 새정
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의원들보다 찬성투표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57개의 갈등법안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던 법
안은 있었지만,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던 법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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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설1.2.

정당의 공식적인 리더에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갈등법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회 의사결정의 특성으로 인해 본

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이전 단계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친 법안

일 확률이 높다. 게다가, 18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쟁점법

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이 제한되었다. 때문에, 일정수

준의 여야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안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갈등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제

외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당과 야당, 혹은 거대 정당간의 합의는 곧 각 집단을 대표하는 리더들

간의 합의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당지도부가 대내외적으로 각 정당을 대

표하여 갈등법안에 대한 정당간의 합의를 행한 주체이자 합의의 이행을

실행해야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때문에, 정당 지도부는 갈등법

안에 대한 찬성투표를 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상준(2009)에 따르면, 국

회에서 통과된 대다수의 법안은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며, 이 과

정에서 정당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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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3.

선수가 높은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반대하는 입법투

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연경(2012)에 따르면, 선수가 높은 의원은 원내 표결과정에서 재량권

을 가지며, 유권자로부터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용이하

다. 즉, 상대적으로 확고한 원내외 지위로 인해,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각 정당의 비공식적 리더로 역할을 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삼선이상의 의원들 중에서 공식적인

리더가 아닌 국회의원들은 정당지도부가 합의한 쟁점법안에 대한 입법투

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투표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이 존재하는 19대 국회의 특성에 의해 본 연구의 대상인 갈등법

안은 집권여당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들일 것인데, 집권여당에 소속된, 정

당의 공식적인 리더가 아닌,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보다 자율적인 입법

재량권을 가짐으로써 지도부의사에 대한 합의인준과는 대립되는 입법결

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속정당의 공식적인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법안에 대해 무리하게 찬성투표를 감행할

편익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가설1.4.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연임의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

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의 지지가 요구되는 점을 앞에서 밝힌바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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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으로 본회의의 법안을 상정하는 행위는 여

러 측면에서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갈등

법안이라 하여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정당간의 일정수준의 합의가 형

성된 법안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국, 집권여당의 지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반대되는 집단들의 찬성이 존재할 때, 법안의 상정이 가능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에 반대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들 중 일부가 갈등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

들 중에서 연임에 성공한 의원들이 일정수준의 합의에 수긍하는 입법투

표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당간의 일정수준의 합의를 리더들

간의 합의라고 간주하였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연임의원들이

보다 지도부의 의사에 합치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연임의원 집단은 자신을 공천해준 지도부에 대해 보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데,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의 표출은 본회의 전자표결이

가시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들은 18대 국회에서 의정활동경험을 공유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정당 내 및 정당 간의 합의에 보다 호의적일 것이라

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연임의 지역구 국회

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1.5.

초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반대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각 정당에는 초선의원 집단이 존재한다. 초선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 40 -

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선의원들이 보다 개

혁적인 입장을 견지한 모습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 ‘민

본21’이라는 한나라당 소속 초선의원의 모임이 있었으며, 이들은 다른 의

원들보다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30) 19대 전반기 국회

에서도 개회당시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초정회’와

‘민초넷’으로 불리는 초선의원집단을 발족했으며,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초선의원집단은 정당 경선과정에의 중립을 요구31)하기도하고 총리후보

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하였다.32)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초선의원들이 국무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

당 소속 초선의원들은 당 지도부와의 다른 의사를 개진하기도 하였다.33)

이러한 사정에서 비추어볼 때, 초선의원들은 정당지도부의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갈등법안이라고 할지라도, 주요 쟁점사안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지도부의 의사와는 다른 입법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0) 민본21은 2008년 9월 4일 발족된 한나라당 내 18대 초선의원 모임으로, 권영진, 권택
기, 김선동, 김성식 등 12명의 의원이 발족하였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 한나라당의 미
래지향적 변화'를 표방하였으며, 한나라당의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등의 개혁성향을 보
였다.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EB%AF%BC%EB%B3%B821> 참조.
31) 새누리 초재선 “당 경선에 국회의원 중립 지켜야”, <연합뉴스>, 2014/03/30 10: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

d=0006815877>
32) 輿 초선의원 6명, 문창극 자진사퇴 촉구, <연합뉴스>, 2014/06/12 16: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
&aid=0006957440>

33) 여당 의원 “현오석 사퇴” 첫 요구...야당선 “청‧내각 전면 쇄신해야”, <경향신문>, 
2014/1/24 21:24: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42124095&
code=910402>

민주당 초선 “내각 총사퇴” 주장, 지도부와 엇박자?, <경향신문>, 2013/10/28 11:07: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81107101&
code=910100>

민주, 대선불복 프레임 놓고 당지도부와 초선의원 다른 목소리, <아시아투데이>, 
2013/12/09 18:02: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90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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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선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갈등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법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가설 2.

행정부지지요인은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

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2.1.

여당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

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강원택(2003)에 따르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에 충실한 미국

식 대통령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회가 독자성을 갖고 행정부를 견제하

기 보다는 대통령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집권여당이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종속되는 특성

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안의 입안 및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친 행정부적인 양상을 띠게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은 행정부

에 진출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통

령과 동일한 정당소속의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과정 중 선거캠프에서

직책을 맡았었거나 하는 등, 대통령의 당선과정에 직간접적인 공헌을 했

던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선행연구(Cherryholmes & Shapiro 1963; Kingdon 1977;

Schilling 2014)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입법투표결정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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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대통령 혹은 동료의 의사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갈

등법안의 범주에 묶인 57개 법안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4대 국정기조에

제시된 정책주제와 관련된 법안34)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점에서 여당

소속국회의원들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3.

주민대표성요인으로 정의된 지역적 특성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

법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지연(2003)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의사를 대표해야하

는지 국가전체의사를 대표해야하는 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선거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국회

의원의 의사결정에는 재선에 대한 고려를 계산해야만 한다. 임기동안 지

속적으로 선거구에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국회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

이 속한 선거구민이 곧 자신을 재선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특성은 중요하다.

때문에, 이러한 선거구의 특성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34) 예를 들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경제민주화, 주거안정대책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후생활보장관련 정책 등이 해당된다.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1.ph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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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

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재선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선거구의 다수의 이해

에 합치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국회의

원은 선거구민의 다수의 의사가 어떤 것인 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심지연(2003)에 따르면, 선거구민의 의사는 하나의 사안

에 대해서라도 통일되기가 어렵다. 선거구민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어

렵다는 점에서,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은 국회의

원보다 선거구민의 다수의 욕망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선

거인수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정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갈등법안의 범주에 배분

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하였을 것이다.

가설 3.2.

지역 선거구의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갈등법안의 개별법안을 살펴보면, 조세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포

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의 경

우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감소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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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

가설 3.3.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갈등법안의 개별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 경감을 내용으로 하

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수도권지역 거주

민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경감혜택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

고 있는 데, 수도권의 주택가격평균이 더 높은 우리의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법안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

는 입법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가설 3.4.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경상권 지역은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의 ‘표밭’이라고 지칭되는 지역이

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상권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할당된 의석

들 중 4석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경상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다른 동료 의원들

보다도 정당의 의사에 합치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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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에 대한

이 지역의 평균 득표율은 약 68.7%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는 점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현재의 행정부에 보다 우호적인

입법투표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9대 전반기 국회에서의 다수의

갈등양상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찬성과 이외의 정당의 반대구

도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

속 국회의원들은 갈등법안에 보다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 4.

법안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양상은 차별성을 보였을 것이다.

정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정치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회

의에서 의결된 갈등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입법투표역시 그 내용 및 특

성에 따라 의원 개인 및 집단 간의 각기 다른 입법투표결정양상을 보였

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본회의의 표결결과가 일반에 공개된

다는 점에서,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따라 여론의 관심도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법안의 내용 및 특성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법안

의 내용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양상은 차별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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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연구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삼고 있는 분석단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이며, 종속변

수는 갈등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

결정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 및 연구자가 정의한

갈등법안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입법투표결정을 행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였

다.

(1) 국회의원 입법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① 정당관련 요인변수

한국정치사를 살펴보면, 정당은 국회의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강

력한 요인이었다. 일명 정당지도부의 의사에 의해 정해진 ‘당론36)’이라는

36) 당론은 일반적으로 ‘정당지도부의 의사’, 또는 ‘정당 다수의 의사’로 정의된다. 정연경
(2012)은 지도부의사를 당론으로 간주하게 되면, 당내 파벌이 존재하는 경우, 지도부의 
입장이 분열된 경우에는 당론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간주하여, 본회의 표결
결과 소속정당의 다수의원이 표결한 입장을 당론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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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하에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신이 아닌 정당의 결정에 의거한 입법

투표를 행해왔다. 전자투표제의 도입과 국회의원의 입법결정결과의 공개

는 강력한 정당규율에 의해 발생되는 폐해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소신투

표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도입한 성격이 있다. 때문에, 전자투표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서 정당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총 7개의 정당이 원내정당으로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는 총 4개의 정당37)이 원내정당으로 활동하

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다만, 제19대 전반기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정당은 4개 정당에 불

과하고, 국회의원의 범위를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정하였을 때, 통합진보

당과 정의당에 속한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

두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때문에, 소속정당을 구

분하는 변수는 행정부지지요인을 평가하는 여당소속의원변수와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이념점수결과를 살펴보면, 이념점

수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연구

자는 개별독립변수로서 소속정당을 살펴보지는 않는다. 다만, 소속정당과

관련된 변수를 통해 정당의 영향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37) 2014년 5월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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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

제18대

7 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제19대
4 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표 5 – 18대 및 19대 원내정당]

가) 이념38)

국회의원의 이념변수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

해가 존재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투표결정을 기준

으로 국회의원의 이념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기준이 미비하다. 전진영(2005)은 두 번의 국회의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된 한국정당학회의 2002년 자료를 중심으로 별도의

이념성향측정지표를 고안해 0점(강한 진보)부터 10점(강한 보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로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을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국회의

원의 이념성향에 따라 이들의 입법투표결정에 차별성을 나타내는지를 살

38)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가 국회의원의 이념적 성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는 하지만, 국
회의원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척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상황에서 애로사
항이 많다. 미국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법투표결과에 따라서 
ADA(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와 ACA(Americans for Constitutional 
Action)점수를 공개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을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DA 점수가 0이고 ACA점수가 상위 30%에 위치한다면, 보수적인 국
회의원으로 분류되고, ADA 점수가 100이고 ACA점수가 하위 30%에 위치한다면, 진보
적인 국회의원으로 정의되는 식이다. Americans for Democratics Action 홈페이지 
<http://www.adaction.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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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산분석

새누리당 6.21 1.31 3 10
F=273.0

p<0.01
민주통합당 2.88 0.90 1 5

통합진보당 1.62 0.96 0 3

펴보기 위해서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19대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

여 발표한 ‘15개 정책현안을 통해 본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책이념좌표’39)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답변의원은 224명이었기 때문에, 결측값이

존재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연구자 중 18대 국회의원

을 역임했던 의원인 경우에는 정연경(2012)이 독립변수 데이터로 제시한

이념 점수값40)을 위 조사연구와 동일하게 중도를 의미하는 5점을 기준

으로 0을 가장진보, 10을 가장보수의 값을 가지게 변환하여 해당 의원의

이념값으로 추정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이념값을 획득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의 조사결과

를 통해 강원택(2012)산출한 정당별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 평균값을 이

념점수 값으로 적용했다. [표 6]은 의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

의 평균값을 정당별로 나타내며, 개별의원의 이념 점수값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6 - 정당별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 평균]

0-가장 진보, 5- 중도, 10- 가장 보수

출처: 강원택,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p.6

39) 민주당 진보 92%…386대거 입성한 17대보다 좌클릭, <중앙일보>,2012/7/23 01:4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8833225>

40) 정연경(2012)은 의원들의 가중치노미네이트 점수(W-NOMINATE)를 한국적 맥락에 맞
게 가장 진보를 (-1), 중도를 (0), 가장보수를 (1)로 정의하여 개별 의원에 연속변수를 
가지는 이념값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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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 내 리더

‘누가 정당의 리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당의 리더는 공식적 리더와 비공식적 리더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정

당 및 국회 내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법안을 가

결시키는데 비공식적 리더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흔히, 당3역이라고 불리는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은 정당에

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정당의 리더임에 틀림없다.41)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선거동반자로 구성되어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

해서 당원에 의해 선출된다. 당원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다 득표자는 원내

대표로 선출되고 차순위자들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큰 사건이 없는

한, 당 3역과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당3역이 원내, 즉 국회에서의

정당의 리더라고 한다면, 원외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역시 정당의

리더이다.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원내대표단보다 긴 시간동안 당의

지도자로 당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살

펴보면, 선거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정당지도부의 사퇴행위42)가 빈번하게

초래되었기 때문에, 리더의 임기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6대 국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국회의 회의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직의 꽃으로

도 여겨지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를 구

성할 때, 어떤 정당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가 하는 국회 상

41) 일반적으로, 당3역은 청와대와의 여야원내지도부회동에 참석하며, 대통령과 국정이슈를 
논할 수 있는 각 정당의 리더로 여겨진다.  

42)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2012년 4월 13일 한명숙 대표는 사퇴했다. 

조수진, “박지원 “지도부 사퇴해야”… 韓 곧 거취 표명“, <동아일보>, 2012년 4월 13일 
제 A1면2단.

김달중, “한명숙 사퇴 ‘상처 뿐인 90일 천하”, <세계일보>, 2012년 4월 14일 제 8면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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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정당간의 정치력싸움으로 번지곤 한다.43) 뿐만 아

니라,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복수의 의원이 희망한 경우, 후보자들은

경선 과정을 치르게 된다.44) 이 과정에서 정당 내 계파간의 갈등이 초래

되기도 한다.45) 이처럼, 상임위원장의 배분에서부터 선출에 이르기까지

정당 내의 역학관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 역시 정당의 리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상임위원장을 정당 내 리더로 간주함에 있어서 크

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상임위원장의 수의 문제이다. 제19대 국회는 18개의 상임위원회

로 구성되어있으며, 18명의 상임위원장이 존재한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표 7]에 정리되어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전

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재구성되기 때문에, 19대 국회 전체로 보면, 상임

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원의 수만 36명이 된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장이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원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집단과

비교해서는 정당에서 발현되는 권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사결정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의 및 검토가 진

행된 법안에 대해서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히,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

43) 신정훈, “민생 아닌 밥그릇싸움에 19대 국회, 문도 못여나”, <한국일보>. 2012년 6월 
5일 제 6면. 

44) 이재연, “하반기 국회 원구성 ‘3선들의 전쟁’ 점화”, <서울신문>, 2014년 5월 12일 제 
6면.    

45) 민병기, “정무위원장 정우택, 미방위원장 홍문종”, <문화일보>, 2014년 5월 27일 제 7
면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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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정당 및 국회 내 주요경력

운영위 이한구(새‧4선) 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법제사법위 박영선(민‧3선) 서울 구로을 당 최고위원

정무위 김정훈(새‧3선) 부산 남갑 당 정책위 부위원장

기획재정위 강길부(새‧3선) 울산 울주 울산시 당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 안홍준(새‧3선) 경남 창원마산회원 당 인재영입위원장

국방위 유승민(새‧3선) 대구 동을 최고위원

행정안전위 김태환(새‧3선) 경북 구미을 당 중앙위 의장

교육과학기술위 신학용(민‧3선) 인천 계양갑 국회 국방위 간사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한선교(새‧3선) 경기 용인병 당 홍보기획본부장

농림수산식품위 최규성(민‧3선) 전북 김제-완주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

지식경제위 강창일(민‧3선) 제주 제주갑 당 정책위 부의장

당과 야당 간의 쟁점이 대립하는 경우 안건을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되

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상임위원장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본 연구가 본회의에서의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대해 살펴

본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자신의 소관이외의 상임위원회에 속한 법

률안의결에 대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세분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비판이 예견되기는 하지만, 연구자는 상임위원장의 선출에 있

어서 정당 내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

집단을 정당 내 리더로 간주하였다.

[표 7 -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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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오제세(민‧3선) 충북 청주흥덕갑  당 정책위 부의장

환경노동위 신계륜(민‧4선) 서울 성북을 당 사무총장

국토해양위 주승용(민‧3선) 전남 여수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보위 서상기(새‧3선) 대구 북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

여성가족위 김상희(민‧재선) 경기 부천 소사  당 최고위원

예산결산특위 장윤석(새‧3선) 경북 영주 당 정책위 부위원장

윤리특위 이군현(새‧3선) 경남 통영-고성 당 중앙위 의장

새=새누리당, 민=前민주통합당, 現 새정치민주연합

출처: 동아일보46)

또한, 정당의 리더와 비 리더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인 現)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47)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만을 리

더로 정의하였다. 군소정당의 리더들에 비해서 양당합계 95%정도의 의

석을 선점하고 있는 정당의 리더들만 고려하는 것이 법안 통과에 있어서

의 ‘입김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고려였다. 또한, 제19대 전반기 국회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의회 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통

과에 있어 군소정당의 협조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

46) 이재명 외, “전문성 무시한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 <동아일보>, 2012년 7월 7일 제 
A1면2단.

47) 前 민주통합당, 前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대표 김한길)과 새정치연합(대표 
안철수)의 합당으로 2014년 3월 16일 창당되었다. 2013년 5월 이전에는 민주통합당이
라는 당명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 5월 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으로 개명하였
다. 이와 같이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개명 및 합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당명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대한 설명인 경우
는 주로 민주통합당으로 표기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현재의 당명인 새정치민주연합으
로 표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EC%83%88%EC%A0%95%EC%B9%98%EB%AF%BC%E
C%A3%BC%EC%97%B0%ED%95%A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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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각에서, 연구의 범위를 선정할 때, 두 거대 정당만을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본회의에 상정된 갈등법안의 경우, 반대토론에서 진보정당

의 역할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내정당인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의 비공식적 리더가 공식적인 리더보다 중요하기

도 한다. 하지만, 정당의 비공식적 리더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

준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사저널(2008)은

인터넷사이트 구글(Google)의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함께 검색되는 페이

지의 수를 통해서 의원의 연결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노출건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들 중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분석하였

다. 정하웅(2011)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를 분석하여 국회의원의

인맥을 살필 수 있는 네트워크지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언론매

체와 인터넷검색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사이트에 등장하는 연관검색어, 혹

은 정치인의 여론등장횟수를 활용하여 정당 혹은 현 정치의 진정한 리더

가 누구인지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에는 정밀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활용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당의 리더선정에서 비공식적 리더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

반적으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정당의 비공식적 리더인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러한 요인은 선수요인에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연구자가 선정한 주요한 정당의 리더의 명단은 [표 8]과 같으며, 제18

대 국회에서 거대 정당의 리더명단도 함께 실었다. 상임위원장의 포함여

부에 관한 비교를 위해 18대의 리더명단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제외된 좁

은 의미의 리더명단임을 밝힌다. 박근혜 前의원과 한명숙의원은 비례대

표이기에 본 연구대상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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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성명

제18대

한나라당
김무성, 박근혜, 박희태, 안상수, 정몽준, 

홍준표, 황우여(7人)

민주당
김진표, 박지원, 손학규, 원혜영, 이강래, 

정세균(6人)

제19대 

전반기

새누리당

강길부, 김정훈, 김태환, 박근혜, 서상기, 

심재철, 안홍준, 유기준, 유승민, 이군현, 

이완구, 이한구, 장윤석, 정우택, 진영, 최경환, 

한기호, 한선교, 황우여, 홍문종(20人)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상희, 김한길, 박영선, 박지원, 

신경민, 신계륜, 신학용, 안철수,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이해찬, 전병헌, 조경태, 

주승용, 최규성,  한명숙(18人)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먼저, 19대 국회의원선거당시 새누

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를 리더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임기

중에 정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고위원을 역임한

국회의원을 리더로 선정하였다. 정책위의장은 정당의 정책기조를 조율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회에서 심의되는 법안들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 당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맡

은 의원들을 리더로 분류했다. 정당 내 리더 여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전자표결에서 당론의 존재여부와 소속 정당 내의 리더들의 ‘입김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 정당 주요 리더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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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수

선수변수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고려

하고 있는 변수이다(가상준 2009; 남혜진 2008; 신미향 2013; 전진영

2005; 정연경 2012 등). 이에 연구자는 초선의원과 재선의원, 그리고 삼

선이상 당선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구분하였다. 물론, 선수변수는 연

속변수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삼선이상의 다선의원을 동일한 범주에 분

류하였다.

라) 연임여부(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정당중심의 정치문화를 향유하는 우리나라의 속성상 정당이 소유한 공

천권48)은 국회의원들을 규율하는 가장 막강한 정당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당에 지나치게 구속적인 선거양상을 개선하기위해

‘무 공천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천여부

를 판단하는 방식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공천탈락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

단과 아닌 집단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정연경(2012)은 공천

탈락경험이 국회의원의 당론이탈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

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서 재선이상의 의원들 중 오래전에 국회의원직을 경험한 의원들이 상당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공천탈락경험여부를 적용하는 데에 적합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본 연구진행시점에서 20대 국회의원의

공천과정에서나 알 수 있는 19대 국회의원의 공천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48) 박찬욱(1992)에 따르면, 정당지도부가 의원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강한 정당기율이 유지될 수 있게 한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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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공천에서는 탈락하였지

만,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과거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 국회의원들49)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천여부’의 개념보다는 ‘연임여부’의 개념이 보다 타

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연구자는 제19대 국회의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임여부’를 공천권과 관련된 요소로 채택하였다. 연임에 성공한 국회의

원은 정당의 공천도 받았으며, 선거에서도 승리한 국회의원이거나 공천

은 받지 못하였지만 18대 국회의 경험을 소유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

천권과 관련된 변수로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의 입법결정에 나타난

차별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조가 발현되는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누리당이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모

두 집권여당으로써 원내 과반수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국

회에서의 정치양상은 상당히 유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연임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결과에서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연임여부를 살펴보았다.50) 또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의 연임여부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다른 독립변수들보다 더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 다만,

연임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연임의원만을 통

계분석과정에서 살펴보았다. 갈등법안이 원내과반의석 정당의 지지가 내

49) 무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총 3명이었으며, 광주 동구의 박주
선 의원, 전북 정읍의 유성엽 의원과 경남 거제의 김한표 의원이었다.    

50) 실제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시경험집단에 대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19
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 18대 국회경험을 공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입법결
정에의 차별성을 살펴보는 것에 큰 무리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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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본회의 상정 및 가결을 위해서는 반대정당의

의원들의 일정한 합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임의 경험을 지닌

반대정당, 즉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의원들이 원내과반의석 정당의

지지와 정당지도부 간의 합의가 내재된 갈등법안에 행한 투표결정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공천 및 선거승리의 경험,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의 의

정활동경험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초선여부

19대 국회의원현황을 보면, 285명의 의원 중 144명이 초선의원으로 구

성되어있다.51) 절반이상의 의원들이 19대에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것

이다. 이러한 상황은 19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는 전체의

원의 44.8%, 17대 63.5%, 16대 41.2%, 15대 46.2%에 달하는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원내에 진입(가상준 외 2009)하였다. 이처럼, 민주화이후 원내

구성원의 40%이상이 초선의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정

당들이 매 선거마다 새로운 인사를 공천하여 당의 쇄신을 부각시키고 국

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전환시키고자한 결과(가상준 2013)로 해석

될 수 있다.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선의원들을

“개혁의 추동자”로 간주하거나 “정당 지도부의 추동자”로 간주하고 있는

상반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가상준 외 2009, 유성진 2012).

Sinclair(1981)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이 원내에 다수 진입하게 된 경우,

정당지도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해 초선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즉, 정

51) 검색일자 2014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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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와 초선의원들의 견해가 다른 입법사안이 존재한다면, 정당지도

부의 독단적인 법안상정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19대 국회의 입법투표결정에서 초선의원들의 차별성을 드러낸다면,

초선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보다 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Cox와 McCubbins(2007)는 초선의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이

전에 상임위원회의 안건이 정해져있는 현실에서 의회초반기에는 초선의

원들이 정당리더집단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았다. 본 연

구의 범위가 19대 전반기 국회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초선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의 결과가 다른 의원들과 차별성을 띠지 않았다면, 의회 초

반기에 초선의원들이 정당지도부의 의사에 순응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음

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이처럼, 초선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

에, 입법결정단계에서 초선의원들의 차별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

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 중 우리사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

다고 간주할 수 있는 갈등법안들에 대해 초선의원들의 찬성 혹은 반대투

표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19대 국회의 초선의원들의 개혁적 성

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행정부지지 요인변수

가) 여당

국회와 행정부는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관계에 놓이지만,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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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강원택(2003)은 한국국회에서 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의회구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행정부를 보호하려는 여당의 기능

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명순(2003)의 분석에 의하면, 권위주의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전환되면서, 국회의 행정부견제활동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여당의원이 제출된 법률안의 가결율 역시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

주정권시기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장악은 어렵게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19대 전반기국회에서 여당소속의원들이 갈등법안에 대해 어떠

한 입법투표결정을 행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여당소속의원들과 행정부의 밀착정도 및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등을 간접

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52)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을 허용하고 있다.53) 19

대 여당소속 국회의원 중 몇몇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장관을 역임했거

나 역임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 내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

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54) 때문에 여당소속

여부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위가 차별성을 띠는지 살펴보는 것

은 의의가 있다.55)

52) 참고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
이 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획득하였으며, 전반기 국
회동안 여대야소의 상황은 유지되었다.

53) 「국회법」 제29조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54) 물론,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표결에 해당된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겸직했던 진영국회의원은 정부안에 반대하여, 장관직 사퇴한 사례도 있음을 밝
힌다. 

55)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원의 행정부지지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국무위원집단과 아닌 집단
을 구분하는 것은 의의가 있겠지만, 19대 전반기 국회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본 연구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어 통계분석에서 
살펴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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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대표성 요인변수

(1) 지역적 특성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재선될 가능성이 높

다. 국회의원의 가장 주요한 목표가 ‘재선’이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이익을 국회에서 관철

시켜야만 한다. 때문에, 상정된 법안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직 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법안들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갈등법안의 범주에 포

함된 법안들은 그 입법과정 상 여론의 관심도가 높아져 재선을 고려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하게 될 수 있다. 지역의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세부적인 지역구분56)을 활용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연구자는 지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수치자료

를 주민대표성요인을 살펴보는 지역적 특성변수로 설정하였다.

가) 선거인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유권자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원내진입

에 성공하였다. 때문에, 유권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임기 내에 자신

의 지역구에 편익을 제공할 법안을 가결시켜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지역구의 선거인수를 주민대표성요인에 포함시켰다. 많은 유권

자를 다뤄야할 국회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도 다양한 유권자의 이

56) 개별 법안에 관한 연구인 경우, 세부적인 지역구분방식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지역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법안의 가결로 야기되는 편익의 크기와 여부에 대한 지역구의
원의 입법결정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법안의 내용에 따라, 인접 지역 혹은 
광역시에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에게 이익이 될 수도, 편익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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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88,626 경기 250,857

충남 89,092 경남 88,316

경북 83,238 울산 70,648

전남 64,587 부산 63,564

해를 만족시켜야할 것이 때문이다. 이에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

거인명부 확정상황57)을 시도기준으로 나누어 선거인수 변수로 설정하였

다.

나) 지역 내 총생산(GRDP)

지역 내 총생산은 시와 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

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와 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연구자는 지역의 경제상황역시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표 9]는 지역별

지역총생산을 크기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9 - 2012년 지역별 지역총생산]

[단위: 당해는 가격기준, 10억 원]

57)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확정상황을 시도기준으로 하여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경기도(9,239,545명), 서울특별시(8,381,184명), 부산광역시(2,905,112명), 경
상남도(2,585,402명), 인천광역시(2,207,555명), 경상북도(2,172,654명), 대구광역시
(1,979,091명), 충청남도(1,586,898명), 전라남도(1,525,241명), 전라북도(1,476,325명), 
강원도(1,227,590명), 충청북도(1,222,912명) 대전광역시(1,172,174명), 광주광역시
(1,108,862명), 울산광역시(874,021명), 제주특별자치도(441,545명), 세종특별자치시
(80,061명)의 순으로 정리된다. 총 선거인수의 합계는 40,186,172명이었다.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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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60,635 충북 39,502

대구 38,751 전북 38,389

전북 38,389 대전 28,675

광주 26,770 제주 11,978

전국 1,274,989

(출처: E-나라지표)58)

다) 수도권여부

지역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재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새로

운 지역갈등으로 평가되는 두 지역권의 차별성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

행태에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단순히 거주인구수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141,463명)의 49.4%(25,258,057명)가 수도권지역에 거주59)하고 있

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분포 상 양분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의

특성을 배제한 지역 간의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나타낸

다.

58)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 참조. 

59)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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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2011 2012 2013

총인구수 총인구수 총인구수

전국 50,734,284 50,948,272 51,141,463

서울특별시 10,249,679 10,195,318 10,143,645

경기도 11,937,415 12,093,299 12,234,630

인천광역시 2,801,274 2,843,981 2,879,782

부산광역시 3,550,963 3,538,484 3,527,635

대구광역시 2,507,271 2,505,644 2,501,588

광주광역시 1,463,464 1,469,216 1,472,910

대전광역시 1,515,603 1,524,583 1,532,811

울산광역시 1,135,494 1,147,256 1,156,480

세종특별자치시 - 113,117 122,153

강원도 1,536,448 1,538,630 1,542,263

충청북도 1,562,903 1,565,628 1,572,732

충청남도 2,101,284 2,028,777 2,047,631

전라북도 1,874,031 1,873,341 1,872,965

전라남도 1,914,339 1,909,618 1,907,172

경상북도 2,699,195 2,698,353 2,699,440

경상남도 3,308,765 3,319,314 3,333,820

제주특별자치도 576,156 583,713 593,806

[표 10 - 행정구역별 인구수]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60)

60)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
=I3> 참조(연말기준,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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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여부

마지막으로, 주민대표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역적 변수인 경상권지

역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여부변수는 우리나라의 정치 및 행정 전반의 과

정을 생각함에 있어서 ‘지역’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로 삼았다. 이에 대한 논의에는 지

역적 특성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선거에서 그 결과가 지역적으로 양분되는 상황을 도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요인이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방식

으로 지역에 관한 정의 및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잘 대변한다는 점, 현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점, 이에 해당하는 의원역시 62명으

로 표본의 균형의 문제를 다른 지역요인보다 잘 대변한다는 점에서 경상

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여부를 지역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

로 삼았다.

3. 통제변수

1)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자는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요인

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물론,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인 차이에 따

른 입법행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남혜진 2008, 정회옥 외 2013)도 존

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정당관련요인, 행정부지지요인, 그리고 지역적

특성요인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행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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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외의 요인들은 통제하였다.

가) 성별

성차는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이다. 특히, 국회

의원의 여성할당제가 적용된 이후, 여성과 남성의원의 원내 활동의 차이

에 대해 살펴본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제17대 국회의 원내정당들의

쟁점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과를 토대로 성차간의 정당충성도의 차이를

분석한 전진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정당충성도의 평균차이 분

석결과 정당충성도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더 당

론에 순응하는 입법투표를 행한 것이다. 다만,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의원

의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17대 국회의 여성관련 법률

안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최정원(2008)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보다 여성관련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원의 법률안 발의분야역시 차이를 보였다.

나) 학력

학력은 국회의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학위 수료’는 해

당 학위를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했고, ‘명예 학위’는 최종학력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학사미만, 석사미만, 박사미만, 박사이상으

로 분류했다. 학력을 공개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학사미만으로 분류하였

다.61) 참고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학력수준은 17대의 경우 당선인 243명

61) 19대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세 명의 국회의원의 학력정보가 공개되어있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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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0명, 18대의 경우 245명 중 116명이, 19대의 경우 246명 중 129명이

대학원을 졸업하여 국회의원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62)

다) 연령

연령역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적 특성변수 중 하나이다.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경향성이 있

기 때문에 연령변수 역시 통제하였다.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

대로 분류하였다. 남혜진(2008)에 따르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법안가결

수가 적어지는 양상을 띠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 제시할 [표 11]로 대신

한다.

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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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정당관련 

변수

 이념
0- 가장 진보, 5- 중도, 10- 가장 보수를 
기준으로 의원개인별이념점수를 활용63) 

정당 내 리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상임위원장=1, 이외의원=0”으로 코딩

선수 “초선=1, 재선=2, 삼선이상=3”으로 코딩

연임 새정치 “연임 새정치=1, 非연임=0”으로 코딩

초선여부 “초선의원=1, 이외의원=0”으로 코딩

행정부지지

변수64)
여당여부 “여당의원=1, 야당의원=0”로 코딩

주민대표성

변수

(지역적 

특성)

선거인수65)
2012년 자료를 토대로 “최소값=13, 

최대값=16으로 자연로그 한 값”으로 코딩 

GRDP
2012년 자료를 토대로 “최소값=9, 

최대값=13으로 자연로그 한 값”으로 코딩 

수도권 “수도권=1, 非수도권=0”로 코딩

경상권 

새누리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의원=1, 이외 
의원=0”으로 코딩

통제변수

성별 “남자=0, 여자=1”로 코딩

학력
“학사미만=0, 석사미만=1, 박사미만=2, 

박사이상=3”으로 코딩

연령66)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코딩 

종속변수 입법투표결정 “찬성=1, 반대, 기권, 불참67)=0”로 코딩

[표 11 – 변수 및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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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 과 [그림 2]와 같다.

63) 의원개인별 이념점수는 <부록>에 첨부함
64)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삼은 갈등법안 중 정부가 발의법안은 여덟 건이었으며, 행정부

의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던 법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법안」에 해
당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법안들의 입법투표결과를 살펴보
면, 교차투표행위가 활발히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행정부지지여부를 살
펴보기 위하여 국무위원겸직여부를 고려했었으나, 표본의 수가 적어 여당소속의원여부
만을 행정부지지요인으로 정하였다. 

65)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구분원칙에 따른 선거인수 통계를 이용함.
66) 당선 시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대구분
67) 불참의원은 해당 본회의에 참석하였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

회의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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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정당관련 

변수

이념

정당 내 리더

선수

새정치 소속 
연임의원

초선여부

행정부지지

요인변수
여당여부

주민대표성

요인변수

선거인수

GRDP

수도권여부

경상권 새누리 

종속변수

입법투표결정
찬성

반대

통제변수

국회

의원 

개인

속성

성별

학력

연령

[그림 1 - 국회의원 입법투표 결정 요인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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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특성

사적영역

배분 및 

분배

규제

공적영역

차별화된 

입법투표결정양상

[그림 2 - 법안 및 정책 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입법투표 결정 요인

분석틀]

제5 절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 선정 및 조사방법

1) 갈등법안의 선정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을 유효투표수에 대한 찬

성률을 기준으로 서열화하고, 하위5%에 해당하는 법률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을 갈등법안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57개 법안이 갈등법

안으로 선정되었다. 갈등법안에 속한 법률들은 81.2%이하의 찬성률을 보

였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원내과반의석을 차지

한 새누리당의 지지의사가 내재되었다고 간주하였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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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찬성률 하위 5%에 해당된 법안들을 갈등법안

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었다.

먼저, 본회의 전자표결에서 국회의원간의 비 합의적 의사결정양상을

띤 법안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평균찬성률(=96.13%)을 기준으로 합의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다. 제19대 전반기 국회본회의 입법투표의 결과, 해

당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성률이 평균 찬성률보다 낮았던 법안은

291개 법안이었다. 하지만, 입법투표의 결과가 평균찬성률보다 낮게 나타

났다고 하여, 해당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갈등이 존재했던 법안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만을 고려한다면, 10명 정

도의 의원들만 반대투표를 행한 법안들이 비 합의적 양상을 띤 법안들에

분류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 중 찬성률이 60%미만이

었던 법안은 7개에 불과했으며, 찬성률이 70%미만이었던 법안은 21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서 갈등이 존재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법안들은 적었다. 본회의 입법투표에서, 합의적인 투표양상이 나

타났다는 점에서 갈등법안이라 할지라도 정당간의 일정한 합의가 존재했

음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갈등의 장으로 여겨지는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라면, 갈등의 문턱(threshold)이 굉장히 높았다

는 평가가 가능하다.69)

68) 갈등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 중 새누리당의 찬성비율정도는 법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316회 10차에서 가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찬성의원 165명 중 103명의 민주당 소속의원이 찬성투표함으로
써 50명의 의원이 찬성투표 한 새누리당 보다 민주당의 지지가 강력했던 법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정도에 해당되는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투표결정을 했다
고 하여, 새누리당의 지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법안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69) 갈등의 문턱(threshold)은 갈등의 시작점(starting point)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다만, 박찬욱(1992)은 본회의 표결결과만을 고려한다면, 국회 내의 정당간의 갈
등을 합의적인 결말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정당간의 
갈등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국회 내의 전반적인 논의과정을 살펴야만 함을 강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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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합의를 보이는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

의 일부만이 합의를 한 법안이라면,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참 및 결석이 제외된 유효투표에 의

한 찬성률을 합의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치

적 의견이 다른 집단에 소속된 의원의 과반이하가 반대결정을 행한 법안

을 갈등이 존재했던 법안의 경우에는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5:5, 6:4, 7:3, 8:2

정도의 대결구도를 보인 법안들은 원내에서 갈등이 존재했다고 여겨질

수 있겠다. 이러한 고민에서, 19대 전반기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가 행해진

법안들을 찬성률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였을 때, 하위 5%에 해당되는 법

안들이 8:2의 구도의 마지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한 찬성률 하위 5%에 해당되는 법안을

갈등법안으로 정의하였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들은 갈등법안의 선정에

있어서 제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원내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지

가 있는 경우에만,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가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

단했기 때문에, 부결된 법안의 경우, 원내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지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부결된 법안들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갈등법안에 속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와 관련된 갈등의 쟁점은 갈등법안에 포함되었다는 판단이었다. ⌜국
회법」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의하면, 본회의에 최후로 제출된 수

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 한해서 원안을 표

결하는 절차를 따른다. 참고로,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에 부쳐진 법안은 총 1,282건이었으며, 이중 부결된 법안은 6건70)에 불

70) 찬성률이 낮았던 순으로 19대 국회 전반기에 부결되었던 법안들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 74 -

과하였다.

2) 국회의원의 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전자투표는 별다른 의결이 없을 때에는 기

명투표로 이루어진다.71) 국회회의록시스템은 회차별 국회회의록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회의록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투표 참가 및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갈등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표

결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었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기준에는 표결결과 그대로 찬성, 반대, 기권, 불

참으로 각각 나누는 방법과 기권과 불참72)을 반대의사표시로 간주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적극적 반대와 소극

적 반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두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

보기 위해 두 방법에 대한 통계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방

법사이의 통계적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반대와 기권을 선택한

의원들의 결정은 내면적인 차별성을 지니지만, 결과적으로 반대의 선택

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회의원의 표

결을 찬성과 반대로만 나누는 방법을 택했다.73)

법안에 대한 수정안」(32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31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6/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안」(3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312/2)이었으며, 부
결법안에 대한 평균찬성률은 약 41.7%였다. 

71)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본회의 의결 중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한미 FTA체결동의안만이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졌으며, 국회의결에 의한 토
론내용을 비공개에 부쳤다. 

72) 불참의원은 본회의에는 참석하였지만, 해당 법안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으로 결
석, 청가 및 출장의원과는 구분된다.  

73) 기권, 불참모두를 소극적 의미의 반대로 정의하게 되면, 연구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증
진시킬 수 있다. 다만, 개별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이 아닌 갈등법안들에 대
한 입법결정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와 기권, 불참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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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결정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였

다. 표결의 결과가 합의적으로 나타난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

결의 성격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안이 부결되지 않기 때문

에, 법안에 찬성하지만 불참한 경우도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

리, 갈등법안의 경우, 표결에의 불참은 소극적인 반대로 해석될 수 있

다.74) 그 이유는 갈등법안 표결에의 불참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

는 경우 본회의가 중지 또는 산회될 수도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75) 유사한 맥락에서 청가 및 결석의원역시 결과적으로 불참하

였기 때문에 불참으로 간주하였다.

19대 전반기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의원은 총 251명이지만, 국회의원

직 사퇴 및 재보선 당선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의 변동이 존재하였다.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의원의 경우 사퇴한 날짜에 해당하는 회기까지만

입법결정에 참여하였다고 간주하였으며, 반대로, 재보선으로 당선된 의원

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짜부터 입법투표결정에 참여한 것으

로 간주하였다.76) 이 결과,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320건의 결측값이 나타

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가의원의 처리방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을 종속변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입법투표
에 불참한 의원들도 불참으로 처리하여 반대의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처리했다.  

74) 장관 해임안 표결에 빠진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2014/2/13 18: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69
9> 

   이 기사에 따르면, 장관해임안에서 이를 함께 발의한 의원들도 15명이 결석하였고, 이
중 4명의원은 청가를 신청하였다. 결국,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해임
안은 무산되었다. 이 투표에는 120명이 참석하였지만,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여 처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한길의원은 병가 상태에도 불구하고 표
결에 참석하였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국회의원들
의 의사결정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면, 갈등법안에 있어서는 불참하는 경우 역시 그 안
건에 소극적으로 반대결정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간주해도 될 것이다.

75) 「국회법」 제73조 1항, 2항, 3항 참조. 
76) 2013년 2월 14일자로 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 313회 3차까지 

참석한 것으로, 2013년 7월 25일자로 당선이 무효 된 김형태 의원의 경우는 316회 10
차까지 참석한 것으로, 2013년 8월 25일 사망한 고희선 의원의 경우는 318회 1차까지 
참석한 것으로, 2014년 1월 16일자로 당선이 무효 된 이재영 의원과 신장용 의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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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3) 이외의 변수들

주요한 변수들은 대부분 국회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수집하

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었던 의원들의 경우, 임기완료

이전에 국회의원에서 사퇴한 경우 등은 국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기에 이들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의원의 개

인사이트를 참조했다. 연임여부와 지역구에 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77)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수집했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갈등법안에 대해서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니고 있는 특

성들이 입법투표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계적 분석과정을 통

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 때, 전체의 갈등법안에 대한 투표결정과 법안

의 성격에 의해 구분된 투표결정간의 통계적 차별성이 나타났는지를 살

핀다. 법안의 성격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의 차별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갈등법안의 범주에 포함된 개별법안들에 대한 이해와 분

석이 요구되기에 이를 간략하게 살핀다.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

계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상 본 연구는 불가

우는 321회 4차까지만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보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안철
수, 김무성, 이완구 의원의 경우는 315회 2차부터, 박명재, 서청원 의원의 경우는 320
회 8차부터 본회의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rtal/lwMain.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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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게 혼합적 성격을 띠는 연구 분석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자료의 분석 방법은 첫째, 기술통계량을 활용한 분석이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변수들의 빈도 및

분포, 결측값, 변수간의 관계78)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속성들에 대한 1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찬성과 반대투표결과의 빈도, 분포,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다. 독립변수에 관련된 정

보들을 개별 입력하고 이들의 특성이 종속변수인 해당 법안에 대한 지역

구 국회의원의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연구자가 정의한 갈등법안에 해당되는 각 법안의 내용들은 서로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도 하다. 이러한 법안의 특성은 하나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차

원과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정책의 속성을 다루

는 연구에 있어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에 활용된 갈등법안

들의 주요내용과 정책유형 및 특징 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

다. 이를 위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법안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한다. 개별 법안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법안의 소관위원회, 법안제안

자, 의결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대토론여부, 당론존재여부, 그리

고 교차투표여부 등이다.

78)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변수에서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상관분석에 관련된 자료 및 논의는 지면상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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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미

치는 요인분석

제1 절 기초통계의 분석

1. 기술통계

1) 연구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12]와 [표 13]과 같다.

[표 12]에 따르면, 종속변수인 제19대 국회의원들의 갈등법안에 대한

표결은 총 14,307건이며, 결측값은 320건(2.2%)이다. 이에, 통계분석에 포

함된 투표결정은 총 13,987건(97.8%)이다. 유효한 투표결정(평균=0.5240,

표준편차=0.49944)에서 찬성투표결정 7,335번, 반대투표결정이 6,652번으

로 나타나 찬성투표결정이 반대투표결정보다 683번 더 발생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권과 불참 및 결석행위를 반대투표결정으로 간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 연구가 갈등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

투표결정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투표결정이 보다 높은 빈도로

관찰된 결과는 우리 국회의 의사결정양상이 합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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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N)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반대 6,652 46.5 47.6

찬성 7,335 51.3 52.4

합계 13,987 97.8 100

결측 결측값 320 2.2

합계 14,307 100

[표 12 – 투표결정결과 빈도분석]

연구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표 13]과 같다. 정당관련변수에 해당하

는 선수변수79)(평균=1.9323, 표준편차=0.85287)의 평균은 다소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본 연구가 지역구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례대표인 대다

수의 초선의원들이 투표결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80)

주민대표성요인변수에 해당하는 선거인수(평균=15.0438, 표준편차

=0.88661)역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의 수는 114명이었으며,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은 62

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79) 참고로 본 논문에 활용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면, 초선이 100
명, 재선이 68명, 삼선이 50명, 사선이 19명, 오선이 9명, 육선이 2명, 그리고 칠선의원
은 2명이다.   

80) 19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
표와, 민주통합당의 당대표였던 한명숙 전 당대표의 경우만 초선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비례대표가 초선의원들로 구성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쇄신’ 과 ‘개혁’을 필두로 국민들에게 ‘변화’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자하는 정당의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당의 지명으로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들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용이하게 새로운 인사들을 원
내에 진입시킬 수 있다. 지역구에 출마할 의원은 인지도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선출하
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비례대표로 출마시킴으로써 당선인의 수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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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정당 

관련 

변수

이념 251 .20 9.70 1143.28 4.5549 1.83083

정당 리더 251 .00 1.00 36.00 .1434 .35121

선수 251 1.00 3.00 485.00 1.9323 .85287

연임 

새정치
251 .00 1.00 49.00 .1952 .39716

초선여부 251 .00 1.00 100.00 .3984 .49055

정부 

지지 

요인 

변수

여당여부 251 .00 1.00 135.00 .5378 .49956

지역 

관련

변수

선거인수 251 13.00 16.00 3776.00 15.0438 .88661

GRDP 251 9.00 13.00 2881.00 11.4781 .95211

수도권 251 .00 1.00 114.00 .4542 .49889

경상새누리 251 .00 1.00 62.00 .2470 .43214

통제 

변수

성별 251 .00 1.00 19.00 .0757 .26504

학력 251 .00 3.00 474.00 1.8884 .85995

연령 251 30.00 70.00 13040.00 51.9522 7.57454

종속 

변수
투표결정 13,987 0 1 7335.00 .5244 .49942

[표 13 –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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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회/차)
법안명

유효 

투표

찬성

투표

반대 

투표

기권 

투표

찬성률

(%)

322/10 「특별감찰관법안(대안)」 160 83 35 42 51.88

3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82 150 111 21 53.19

3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2 152 110 20 53.90

3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2 153 110 19 54.26

312/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9 137 65 37 57.32

2. 갈등법안에 관한 기술통계량

1) 갈등법안의 사안별 표결결과

본 연구의 범위는 제19대 국회 본회의 전자투표를 거친 법안들 중에서

찬성률 하위5%에 해당하는 법안들 중에서 가결된 법안들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결정이다. [표 14]에서 갈등법안에 사용된 개별법

안의 표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식 그대로 작성하여, 실제 표결에 참

여한 의원의 수, 기권한 의원의 수 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는 연구자

가 갈등법안을 분류함에 있어서 유효투표수81)를 기준으로 한 찬성률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동시에 반대 및 기권결정이 법안별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이고자함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한 57개의 갈등 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이기 때문에, 유효투표수의

합과 연구에 사용된 유효투표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표 14 – 갈등법안 사안별 표결결과]

81)  유효한 투표수는 각 법안투표에 투표한 의원수이며, 결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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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9 120 45 44 57.42

316/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9 131 70 18 59.82

321/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13 128 43 42 60.09

311/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38 146 64 28 61.34

31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120 35 38 62.18

3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110 54 12 62.50

321/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3 128 51 24 63.05

32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5 143 51 31 63.56

3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0 180 55 45 64.29

324/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8 141 44 33 64.68

314/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8 149 66 13 65.35

32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4 168 66 20 66.14

3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 133 41 27 66.17

31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130 34 31 66.67

3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3 186 35 52 68.13

3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120 46 9 68.57

322/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159 112 18 29 70.44

316/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 155 35 30 70.45

324/2 「기초연금법안」 195 139 50 6 71.28

31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4 139 33 22 71.65

3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5 164 38 23 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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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205 44 32 72.95

316/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4 136 17 31 73.91

3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131 7 39 74.01

322/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9 118 10 31 74.21

32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4 168 10 46 75.00

321/3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3 175 33 25 75.11

32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2 175 31 26 75.43

324/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141 34 11 75.81

32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 148 18 29 75.90

31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5 171 24 30 76.00

324/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9 159 18 32 76.08

316/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3 170 33 20 76.23

31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80 214 30 36 76.43

32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8 221 36 31 76.74

316/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 170 16 34 77.27

3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5 174 25 26 77.33

3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3 165 10 38 77.46

32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7 176 29 22 77.53

3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6 152 21 23 77.55

32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 140 9 31 77.78

32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 172 18 31 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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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 202 24 33 77.99

32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9 180 18 31 78.60

 316/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8 165 23 20 79.33

32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3 130 5 28 79.75

315/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7 158 6 33 80.20

32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6 150 13 23 80.65

316/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3 180 19 24 80.72

32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227 27 27 80.78

316/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 179 22 20 81.00

321/3  「주거급여법안(대안)」 207 168 7 32 81.16

제2 절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및 해석

1. 갈등법안의 집합적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실증분석 결

과 및 해석

1) 모형의 예측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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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됨

예측

입법투표결정 분류정확 

(%)반대 찬성

1단계

입법

투표

결정

반대 3,566 3,086 53.6

찬성 2,457 4,878 66.5

전체 퍼센트 60.4

[표 15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류표]

[표 15]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57건의 갈등법안에 대해 행한 집합적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을 보여준다. 총 7,335번의 찬성투표

결정 중 4,878번의 입법투표결정이 제대로 분류되었으며, 총 6,652번의

반대투표결정 중 3,566번의 입법투표결정이 올바르게 분류되었음을 뜻한

다. 전체 분류정확도는 60.4%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예측력은 60%정

도의 수준이며, 분류정확도가 53.6%로 나타난 반대결정보다 분류정확도

가 66.5%로 나타난 찬성결정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82)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8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질적인 척도인 이분형 변수로 측정된 연구에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존재(1), 부존재(0)의 형태로 되어 
있는 종속변수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
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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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갈등법안에 대해 행한 입법투표결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찬성을 (1), 반대, 기권, 불참 및 결석을 (0)의 형태로 코딩하여 이항로지

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6]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입법투표

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선별한 갈등법안들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투표결정과 각각의 독립변수들에 대해서 이항 로지스틱 통계분석을 실시

하여 추출된 값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은 모형에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결정을 위해서

동시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항 로지스틱 결과를 해석함에 있

어서는 B의 부호와 값이 중요한데, B의 부호가 (+)로 나타나면, 어떤 케

이스의 해당되는 변수의 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에 분류될 가능

성이 커지고, 그 부호가 (-)로 나타나면, 그 변수의 값이 클수록 내부값

이 0인 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83) 즉, 본 연구

에서는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대하여 찬성 결정을 ‘1’으로, 반

대결정을 ‘0’로 코딩하였기 때문에, (+) 부호인 경우 해당하는 변수의 값

이 클수록 찬성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의 부호로 나타나면, 변수

의 값이 클수록 반대투표를 행할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

이항 로지스틱에 관한 설명을 토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변수

들이 갈등법안에 대한 투표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83) 이학식, 『SPSS 18.0매뉴얼』 (집현재, 2012), p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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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Wals 유의확률

정당관련 

요인변수

이념84) 0.120 0.020 35.411 0.000
정당 리더85) 0.121 0.057 4.566 0.033

선수86) -0.347 0.052 43.905 0.000
연임

새정치87) 0.477 0.063 56.523 0.000

초선여부 -0.134 0.081 2.745 0.098
행정부

지지

요인변수

여당소속여부88) 0.507 0.080 40.244 0.000

주민

대표성

요인변수

(지역적 

특성)

선거인수89) -0.056 0.043 1.676 0.195
GRDP90) -0.118 0.041 8.506 0.004
수도권91) 0.439 0.072 36.809 0.000
경상권

새누리92) 0.232 0.057 16.574 0.000

통제변수

성별93) -0.155 0.068 5.177 0.023
학력94) 0.026 0.021 1.488 0.222
연령95) 0.012 0.003 23.324 0.000
상수항 1.161 0.531 4.781 0.029

[표 16 -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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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표 16]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당과 관련된 독립변수로 설정된 이념, 정당리더, 선수, 새정치민주연

합 소속 연임의원, 초선여부는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독립변수 중에서 이념, 선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연임의원여부는

유의수준 p< 0.01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정당리더여부는

유의수준 p< 0.05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초선의원여부는

p< 0.1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행정부지지요인 변수로 정의된 여당소속여부 변수는 유의수준 p< 0.01

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민대표성요인변수, 즉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소속 지역구에 따른 지

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선거인수 변수만 제외하고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산업정도를 관측할 수 있는 GRDP

변수, 수도권여부, 그리고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여부변수는 유

의수준 p< 0.01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된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특성은 성별과 연령변수가 통

84) 개별의원의 이념 점수 5(=중도)를 기준으로 0(=가장 진보)부터 10(=가장 보수)의 연속변
수로 코딩 

85) 리더집단=1, 非리더집단=0으로 코딩
86) 초선의원=1, 재선의원=2, 삼선이상 의원=3으로 코딩
87)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연임의원=1, 非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연임의원=0으로 코딩
88) 여당소속의원=1, 야당소속의원=0으로 코딩
89) 2012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선거인수를 자연로그 한 값으로 코딩
90) 2012년 지역별 지역총생산 통계자료를 자연로그 한 값으로 코딩
91) 수도권의원(서울, 경기, 인천지역구의원)=1, 非수도권의원=0으로 코딩
92) 새누리당 소속 경상권 지역구의원=1, 이외 의원=0으로 코딩
93) 남자=0, 여자=1로 코딩
94) 학사미만=0, 석사미만=1, 박사미만=2, 박사이상=3으로 코딩
95) 19대 국회의원 당선년도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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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변수는 유의수준 p< 0.01의 범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별변수는 유의수준 p< 0.05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의내린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념 변수

는 B의 부호가 (+)이므로, 코딩된 값이 클수록 투표결정에 찬성할 가능

성이 크다. 즉,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들

에 찬성하는 입법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의 이념점수분포를 보면, 이념점수가 중도를 지칭하는 5점 이

상의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원들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에 따른 투표결정은 곧 정당에 따른 투표결정으로 간

주할 수도 있겠다.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지닌 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

성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다수의 보수적 성향 의원으로 구성된 새누리당에 소속된 의원들

은 갈등법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이탈투표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 갈등이 표출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투표의 경우에,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은 보다 당의 의사와 합치되는

투표를 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곧, 갈등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

장은 비교적 동일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물론, 갈등법안들에 새누

리당의 지지가 내재되었음으로 인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새누

리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이탈양상이 나타나지 않았

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96) 또한,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일수록 찬성

96) 물론,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투표를 행한 경우도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개별적 
양상이 전체의 법안에 대한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할 만큼 크지 않았
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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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결과만으로,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의 투표

선호를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만약, 투표의 경향성을 통해서

의원들의 결집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갈등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다른 정당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동기부여가 저

하될 수 있다는 분석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야당 내에서 보다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지닌 의원들이 갈등법안

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탈투표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갈등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 중 찬성률이 가장 낮았던 법안인 「특별감찰관법안(대

안)」인 경우에도 찬성률이 52%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이외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 중 일부가 갈등법안에 대해 찬성투표를 행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진보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 중에서

의원의 이념성향이 보다 보수적인 의원의 경우에 갈등법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수정당의원의 결집투표와 진보정당의원의 이탈투표는 19대

국회본회의의 의사결정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대부분의 법안의결과정에서 「국회법」 제109조에 따

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그 법

안은 가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19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갈등법안, 즉 쟁

점법안이 아닌 경우에는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의 투표참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법안의 통과가 가능했다.97) 그런데,

97)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안건의 경우라 할지라도 의석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의사대로 가
결된다. 실제로 제18대 국회역시 당시 한나라당(現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의석확보로 여
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체결되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
안」은 국회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회의 비공개와 국회법 제149조의2에 따른 중계방송 
불허가 가결되었으며, 국회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
고 표결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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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에서부터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거

치는 동안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일명 쟁점법안에 대해

서는 국회의원의 ⅔이상의 찬성해야 법안의 가결이 가능하다. 이전과는

다른 19대 국회의 의사결정의 특성상 갈등법안에 대한 의결에서 새누리

당 소속의원들의 투표결집이 존재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18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19대 국회의 갈등법안에 대한 표결에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역시 투표결집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19

대 국회의 의사결정양상의 특징은 쟁점법안의 경우, 거대정당의 일정수

준의 합의를 요하게 되어 진보정당, 즉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의 보

수적인 이탈투표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견해역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

다.98) 이러한 점에서, ‘갈등’이 존재한 입법투표결정에 한해서만 ‘보수적

인 성향을 지닌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법안에 찬성하였을 가능성이 컸

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정당리더변수역시 B의 부호가 (+)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

구 국회의원이 각 정당의 공식적인 리더일수록 갈등법안의 입법결정에서

찬성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본회의 상정이전에 각

정당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결정의 성격상, 본회의에

서 가결된 법안은 정당지도부의 합의를 거친 법안인 경우에 해당하며,

19대 국회 전반기에 정당지도부는 서로의 합의사안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갈등법안에 대해 정당간의 일정수준의 합

히 드물다. 
98)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당 간 갈등이 강하게 표출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야당이 결국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물론, 
본회의 전자표결결과, 야당의원 중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없지만, 야당의 지도부가 
여당의 수용안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갈등법안의 경우에 한해서, 야
당의원의 합의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野 지도부 ‘배수진’ 강경파 
‘불출석’ 기초연금법 고전 끝 통과, <파이낸셜뉴스>, 2014/05/02 21:12,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405
030100027460001136&cDateYear=2014&cDateMonth=05&cDateDay=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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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었던 경우, 정당지도부들이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선수변수는 B의 부호가 (-)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

수가 높을수록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결정에 반대를 투표를 행했을 가능

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선수변수와 정당 내 리더변수의 B의 부호는 반대

로 나타났는데,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정당지도부의 의사에 보다 자유로

웠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서 보다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들

일수록 자신의 소신에 따른 투표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내의 비공식적 리더일 것으로 예측되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정당리더변수와 비교했을 때, B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

당과 관련된 변수의 중요도를 살피는 과정에서 정당 내 공식적인 리더여

부를 살피는 것보다 어떤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원내에 장기간 진입하여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연임여부 변수는 다른 독립변수와 달리 국회의원의 입법결정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립변수이다. 연임변수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연속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여부를 뜻하는 변

수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연임의원변수는 B의 부호가 (+)로 나타났

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연임의 지역구국회의원일수록 19대 전

반기 본회의 입법결정에서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투표결정을 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진

보정당에 소속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갈등법안

에 찬성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정당의 리더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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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연임의

원들은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정당지도부의 의사에 순응하는 양상

을 보였을 가능성이 컸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연임의원들은 지도

부에 의한 공천경험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보다 정당지도부

의 의사에 합치하는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갈등법안의 성격에 의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갈등법안의

범주에는 특정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19

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연임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의

다른 의원들보다 편익을 제공하는 법안들에 보다 호의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임경험을 공유한 집단은 ‘공천’ 과 ‘당선’의 당근을 맛본 집

단이다. 때문에, 연임경험이 존재하지 않는 국회의원 집단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 혹은 특정집단에 편익을 제공하는 법안에 보다 관대하며, 이에

찬성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점

에서, 야당이라 할지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갈등법안

에 찬성한 경향성을 보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특정집단에

대한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들에 찬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산층,

흔히 선거에서 부동층으로 분류되어, ‘casting vote’를 행사하는 집단에

편익을 제공하는 법안에 다수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과 같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보다 찬성을 많이 한 법안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연임의원들이 다수 찬성했을 가능성이 컸다고도 할 수 있겠다.

초선의원여부는 B의 부호가 (-)로 도출되었다. 이는 초선의원들은 갈

등법안에 대한 투표결정에서 반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선의원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였지만,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초선의원들은 맹목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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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의 추종자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입법결정에 보다

찬성했을 것으로 나타난 정당지도부의 의사와 달리 초선의원의 경우 보

다 반대결정을 했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초선의원들이 정당

지도부의 의견에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던 법안의 경우라 할지라도, 본회의

상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측

면에서 입법안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갈등법안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대해 보다 반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선의원들이 보

다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간주할 수만은 없지만, 합의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여론이 집중되었던 갈

등법안들에 대해 지도부의 의사와 상반되는 투표결정 경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19대 전반기 초선의원들은 보다 소신에 따른 투표를 했다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입법투표양상은 원내에

서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 정당지도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해 초

선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Sinclair(1981)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행정부지지요인변수로 설정한 여당소속여부는 B의 부호가 (+)였으며,

그 값의 크기 역시, 모든 독립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첨예한 갈

등양상이 도출된 법안들에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추진의지가 내

재된 법안이 포함되어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당여부변수

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19대 전반기 국회의 경우도 마찬가

지로,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전반기의 경우 대통령 임기 초반과 중

첩된다는 점에서, 여당의 행정부 지지정도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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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또한, 표본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여당소속의원들 중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집단에 속하는 의원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입

장이 강력히 내포된 갈등법안의 경우에 찬성결정을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갈등법안의 범주에 포함된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행정

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존재했었지만, 여당소속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 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진영 前 복지부장관이었다. 이 법안의 경

우를 본 연구의 모든 법안들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

와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어왔음을 살펴볼 때, 기존

의 강력한 대통령제 하의 강력한 행정부를 의사결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삼았던 우리나라의 행정 및 입법의 사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으로, 주민대표성을 지지하는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분석

을 해보도록 하겠다.

지역내총생산의 수준을 의미하는 GRDP변수는 B의 부호가 (-)로 지역

내 총생산이 큰 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지

역, 흔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조세감면방법을 통해서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갈등법

안에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했던 연구자의 생각과 배치된

다. 이러한 결과는 제19대 국회의 경우, 지역 내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은 지역, 즉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의원들이 다수 당선

된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서울 및 경기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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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안에 대해 투표할 때,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기보다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입법투표결정을 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 경제수준변수가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일뿐더러, 지역 내 총생산과 유권자의

경제적인 수준을 동일시하는 데에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및 유권자의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판단할 유인은 적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게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지역구민 전체가 아닌, 자신의 재선여부에 영

향을 미칠 약 30%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이익99)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여부변수에서 B의 부호는 (+)로 이는 수도권에 소속된 국회의

원일수록 갈등법안의 입법결정에서 찬성하는 투표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수도권지역은 서울 및 경기, 그리고 인천지역을 의

미하는데, GRDP값이 가장 큰 지역인 서울 및 경기지역의 국회의원의

입법결정과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이 반대값

을 가진 데에는 아마도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입법결정이 보다 갈등

법안에 찬성하는 양상을 띠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

도권변수에 대한 B의 부호가 (+)값을 가지고 그 값의 크기 역시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적 구도가 입법투표결정에

있어서 표출될 것이라 예상했던 연구자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갈등법안의 범주에 포함된 개별 법안들 중 그

대상을 수도권거주민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수도권거주민들

이 조세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연구의 분석대상

99) 국회의원 선거에 경우 지역별 투표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60%정도에 이르며, 이중, 과
반을 획득하는 경우 대부분 당선이 되는 현실을 반영해 고려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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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갈등법안 중 비수도권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법안도 다수 포

함되어 있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이익획득의 가능성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보다 낮다는 점에서,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갈등법안들에 보다 더 찬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이

다.100)

물론, 서울과 경기지역이 상위에 놓인 GRDP변수의 부호가 (-)로 나타

났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입법투표행위에 차

별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할 수 있다. 하지만, B의 값의 크기

가 수도권변수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도권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들에 대해서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역적 변수인 경상권지

역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여부변수는 B의 부호가 (+)로 경상권지역의 새

누리당 소속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관한 입법결정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

렸을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또한, 국회의원의 이념과 정당 내 리더여

부를 나타내는 변수들보다도 B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새누

리당에 소속 된 의원들 중에서도 경상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보다

갈등법안에 대한 찬성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01) 일

100) 이러한 해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착안되었다. 갈등법안에 포
함된 개별 법안들 중 주택과 관련된 조세감면 법안들이 많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도권거주민들에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주택가격의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32,431천원이었으며, 수도권은 320,200천원, 지방은 150,624천원, 5대 광역시 
184,081천원, 8개 도는 128,561천원이었으며, 서울은 444,506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출처: 한국감정원, 2014.6 주택가격동향) 

101) 앞서 살펴본 이념변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
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보다 갈등법안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간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념변수보다 경상권 새누리당 소속의원 변수의 B의 부호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의원 중 경상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보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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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경상권 지역은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사실

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확인102)되었다. 경상권 지역의 국회의

원들의 이러한 투표결정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정당기속성의 시각에서 설명된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지역

에서 당의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의 기속성의 특징은 예

비선거에 의한 후보자 선정방식을 고수하는 미국과는 달리 정당의 의사

에 해당 국회의원이 기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내포한다.

때문에,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다른 의원들보다 갈등법안에

포함된 법안의 내용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하더라도, 지도부 및 청와대

혹은 새누리당의 다수의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보다 갈등법안에 찬성하였다는 결과는

경상권 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다 현 대통령의 입장을 지

지하며, 정당기속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갈등법안에 포함된 법안들 중 경상권 지역의 주민들에 혜

택을 제공하는 법안들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은 해당 법안에 찬성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입법결정

에 고려하였음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를 열외로 한다면, 매 선

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사와 원내의 투표결정이 합

치된다는 점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요구에 비교적 합치되

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삼은 성별과 연령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등법안에 대한 찬성결정을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102) 김봉기, “새누리, 기초단체장226곳중 과반 선두(118곳서 1윌, 5일 02시 30분 현재)…

仁川‧충청서 善戰”, <조선일보>, 2014년 6월 5일 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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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별변수는 B의 부호가 (-)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지역구 국회

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반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성별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이유가 본 연구가 지

역구 국회의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

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구성비 상 여성의원의 수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성별변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도 포함된 전체 의원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해보아야 할 것이다. 전진영(2010)에 따르면, 오히려 여

성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남성의원보다 높았으며, 의원의 성별은 정당충성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연령변수는 B의 부호가 (+)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연

령이 높을수록 갈등법안에 찬성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연

령변수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연령과 관련이 있는 선수변

수와 B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때문에, 연령변수와 선수변

수가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두 변수 간

에 영향을 주고받는 조절효과와 같은 제 3의 요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

지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2. 갈등법안의 내용분류에 따른 입법투표결정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 및 해석

[표 17], [표 18], [표 19]는 법안 성격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

투표결정에 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수에 대한 정보만을 간추려 요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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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s 유의확률

이념 0.121 0.028 18.539 0.000

선수 -0.305 0.072 18.164 0.000

연임 새정치 0.511 0.088 33.428 0.000

여당 1.032 0.111 86.214 0.000

GRDP -0.126 0.056 5.003 0.025

수도권 0.351 0.077 20.871 0.000

경상권 새누리 0.172 0.079 4.745 0.029

연령 0.013 0.003 13.549 0.000

[표 17 -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의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의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10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요약]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띠는 법안들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점은 여당여

부변수에 대한 B의 값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에서,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배분 및 분배할지의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대립이 격렬하게 표출되었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실제로, 조세감면과 관련된 배분의 문제에 있

어서 여야의 대립이 극심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현실

과 큰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정당의 리더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가치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 수뇌부의 의

103) 참고로 분배 및 배분적 성격을 지니는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집합적 입
법투표결정에서 반대결정의 경우 62.3%, 찬성결정의 경우 68.4%의 분류정확도를 보여,  
전체 분류정확도는 65.5%로 나타났다. 3,652번의 반대결정 중 2,274번의 반대결정이 
올바르게 분류되었으며, 3,970번의 찬성결정 중 2,715번의 찬성결정이 올바르게 분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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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s 유의확률

이념 0.099 0.054 3.347 0.067

선수 -0.410 0.139 8.695 0.003

연임 새정치 0.593 0.169 12.306 0.000

여당 0.455 0.214 4.507 0.034

학력 0.101 0.057 3.065 0.080

연령 0.011 0.007 2.900 0.089

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다.

[표 18 - 규제적 성격의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의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10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요약]

규제적 성격을 지니는 갈등법안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법안의 수도 8

건에 불과해 가장 적었으며,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역시 가장 적었다.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규제법안들에서는 여당의 B의 값이 작게 나타났

는데, 규제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이 배분의 문제보다 격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연임의원변수의 B

의 값은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정당의 리더변수와 동일한 투표경향성을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정당리더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연임의원들이 이러한 투표결

104) 참고로 규제적 성격을 지니는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 1,967번의 유효
한 집합적 입법투표결정에서 찬성결정의 경우 78.4%의 비교적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였
다. 1,145번의 찬성결정 중 898번의 결정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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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s 유의확률

이념 0.143 0.035 16.532 0.000

리더 0.223 0.100 4.997 0.025

선수 -0.351 0.091 14.802 0.000

연임 새정치 0.400 0.112 12.884 0.000

여당 -0.361 0.140 6.627 0.010

GRDP -0.135 0.071 3.666 0.056

수도권 0.472 0.097 23.672 0.000

경상 새누리 0.314 0.099 9.964 0.002

성별 -0.317 0.120 7.033 0.008

연령 0.017 0.004 14.787 0.000

정양상을 보이게 한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19 - 공적영역에 관한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의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1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요약]

공적영역과 관련된 갈등법안에 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다른

성격의 법안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변수가 많

았다. 이는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

결정에서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

105) 참고로 공적영역과 관련된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집합적 입법투표결정에
서 반대결정의 경우 56.9%, 찬성결정의 경우 58.6%의 분류정확도를 보여, 전체 분류정
확도는 57.8%로 나타났다. 2,178번의 반대결정 중 1,239번의 반대결정이 올바르게 분
류되었으며, 2,220번의 찬성결정 중 1,302번의 찬성결정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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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념 본 연구의 가설
결

과

정당관련

요인변수

정당과 관련된 요인은 갈등법안에 대한 국회의원106)의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이념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정당 리더
정당의 공식적 리더에 속한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선수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반대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하다. 이 법안의 분류에서 눈에 띠는 점은 여당여부변수의 B의 부호가

(-)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여당에 속한 의원일수록 반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 정부기관의 조직개편, 직위의 신설 등에 관한

법안들에 여당의원들이 반대했을 경향을 보인 것은 아마도, 이 집합적

분류에 속한 정치적 법안들에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한 결과에 따른 것

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법안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 각각 이항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해본 결과, 차별성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설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표 20]은 본 연구의 가설지지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 20 - 본 연구의 가설 지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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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연임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초선여부
초선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반대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행정부

지지요인

행정부지지요인은 갈등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여당소속

여부

여당소속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지역적

특성

지역적 특성은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선거인수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GRDP
지역선거구의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수도권

여부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경상권

새누리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하는 입법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법안의

특성

법안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갈등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

의원의 입법투표결정양상은 차별성을 보였을 것이다.
○

106) 국회의원은 곧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칭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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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분석

제1 절 법안의 주요내용에 근거한 사례분석

1. 갈등법안의 사안별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갈등법안으로 분류한 법안들의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7)

1)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닌 갈등법안의 사례분석

[표 21]은 갈등법안으로 선별된 법안들 중 배분 및 분배적 특성을 지

닌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제안자, 통과여부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직접적인 수혜집단을 명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모든

법안에서 수혜집단을 명시하고 있기에 [표 21]에서 생략하였다. 법안의

107) 연구자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하여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을 참조하였다. 제안이유 및 내용을 살피기 어려
운 법안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에 해당되었던 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피면서, 의원들 간의 반대토론이 있었던 부분, 또한, 본회의 토론에서 쟁점
이 되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갈등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삼았다. 때문에, 법안의 전
체내용과 연구자가 설정한 법안 및 정책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법안의 내용의 분석에 대한 요약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 및 
법안 주요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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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법안명 소관위 제안자
의결

결과

3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3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108)

원안 

가결

3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2/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6/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정수성

의원등

13인

원안

가결

321/3
「송‧변전설비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 

위원회

이만우

의원등

10인

수정

가결

성격을 분류한 결과, 배분 및 분배와 관련된 법안들이 57개의 법안들 중

31개로 가장 많았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안의 가결로 인해 혜

택을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집단이 명시되고 있었다.

[표 21 – 배분 및 분배적 특성을 지니는 법안요약]



- 107 -

321/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위원회

이만우

의원 등 

10인

원안

가결

324/2 「기초연금법안」
보건복지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3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322/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1/3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 108 -

32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324/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31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6/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 

위원회

진영 

의원 등  

31인

수정

가결

3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조해진

의원 등 

13인

수정

가결

3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장

수정

가결

316/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 

위원회

오제세

의원 등 

12인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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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5/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21/3 「주거급여법안(대안)」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표 21]에 제시된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들은 로위의 정

책유형분류에서 각각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으로 분류된 법안들이다. 연

구자가 배분과 재분배 정책을 따로 분류하지 않은 까닭은, 법안을 분류

함에 있어서, 그 가치기준에 따라 재분배정책으로 간주되는 법안들도 배

분정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다만, 위 법안들은 법안

의 가결로 혜택을 수여받는 집단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면, 법안의 수혜집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

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에서 법안의 가결로 인해 편익을 수혜 받을 집단이

비교적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

들은 우리사회의 현 시점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쟁에 대

한 사례들의 집합이라고도 칭할 수 있겠다. 물론,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

108)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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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109)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법안 및 정책역시 정부규제로부터 편익을

얻을 것이 예견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규

제법안 및 정책역시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배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제법안 및 정책에 경우, 규제를 받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과 동

시에,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편익을 박탈당하는 집단, 혹은 행

동의 자유를 억제 받는 가시적인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연구자

가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한 법안들의 경우, 직접적인 규

제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배분의 편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혹

은 위의 법안의 시행으로 기존의 혜택이 ‘가시적’으로 박탈되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

으로 정하게 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를 꾀하는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

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년연장이라는 가시적인 혜택

을 얻게 된 다는 점에서, 배분적 성격을 띠는 법안으로 분류하였다. 315

회 5차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안의 시행에 따라 베이비부머세대들인

고령층이 ‘일자리안정’이라는 혜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

용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갈등법안으로 분류한 법안들의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0)

109) 최병선(2012) 참조.
110) 연구자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하여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을 참조하였다. 제안이유 및 내용을 살피기 어려
운 법안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에 해당되었던 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피면서, 의원들 간의 반대토론이 있었던 부분, 또한, 본회의 토론에서 쟁점
이 되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갈등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삼았다. 때문에, 법안의 전
체내용과 연구자가 설정한 법안 및 정책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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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법안들을 살펴보면, 19대 전반기 국회

에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312회 2차에서 의결된「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시장 과열

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는 데에서 국회의원간의 의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되었다. 311회 9차에서 의결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감면의 일환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경감율

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는 50%의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었다. 321회 1

차에서 의결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역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이며,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을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321회 1차에

서 의결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역시 정

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이며,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을 1

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본회의 315회

5차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도세인하

와 면제에 관한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분양주택

에 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었다. 321회 4차에서 의결된 「법인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

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를 주

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314회 1차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111)은 부동산 취득세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밝힌다.   
111)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

는 경우에 한하여서 취득세를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 원 초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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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315회 5차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112)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투자회

사로 하여금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

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한 법안이었다.

소득세인하와 관련된 논의로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기준급액 및 연금소득세 인하여

부에 대해서 의견갈등을 보였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특정 기업집단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도의

정비를 통해 비과세와 관련된 제도정비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었다. 321회 4차에서 의결

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중

소기업특별세액감면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조세감면의 방식이 아닌 규제완화와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19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오고갔던 법

안이었으며, 개별법안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높은 통계적 설명력을 지닌

법안이었다. 주요 쟁점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

법인 설립 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면제하

억 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 원 초과 주택 취
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112)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
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
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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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

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 내용으로 보면, 규제완화정책이기

도 하지만,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대상이 일부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이를 배분 및 분배정책으로 간주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제 1호 법안이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

은 여야의 합의가 있었던 갈등법안이었다. 하도급거래에서 발생되는 불

공정한 납품단가조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일종의 규

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입법이기도하지만, 본 논문에서 정의한 ‘집

단의 유무’와 ‘편익의 존재여부’의 분류기준에서 중소기업집단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에,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닌 법안으로 분류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나라가 미국 및 유럽연

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

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현행 49% 한도에서 100%로 확대하여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역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규제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집단의 유무와 편익제공을 기준으로 가

치의 ‘배분’문제로 정의하였다.

조세감면 이외의 부동산대책을 논의한 법안으로는 320회 17차에 의결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13)은 노후 건축물

의 재건축촉진과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한 법안이 있었다. 324회 1차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

113) 이 법안역시 재건축주택의 안전진단기준에 내진 성능을 포함시켜 이 기준에 미흡한 노
후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안전 규제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목적이 주택경기부양에 있다고 하여, 배분 및 분배적 성
격의 법안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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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대안)」은 임대주택공급의 확대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보호를 위

해 20호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 법안

이었다.

조세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경우의 법안들은 지역구사업과

관련된 주민지원법안이 다수를 이루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시의 통합과정에서 창원시에 한정

되어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제공하는 특혜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갈등이 도출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구 사업의 일환인 정책으로, 지원에 논의와 ‘방사

성’의 용어를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송 변전

설비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일명 밀양송전

탑과 관련된 법안인데, 그 주요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 지원금 및 편

익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321회 3차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 변전시설

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마련과 전력산업기

반기금이 지역지원사업에 자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은 이전 행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간의 갈등이 첨예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배분적 특징을 띠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하는 데에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안도 있었으나, 조세감면 및

기업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에 비해 그 수가 적었다. 316회 10차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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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의료원의 해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요함으로써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보장과 지역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

안이었다. 321회 3차에서 의결된 「주거급여법안(대안)」은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해서 저소득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와 저소득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기초연금법안」은 노인의 소득 하위70%를 대상으로 20만원에서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70%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는다. 이 법안 역시 사회복

지와 관련된 법안이기에 배분정책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재분배적인 법안

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집단에 대한 편

익을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배분과 재배분의 성격을 지니는 법안

들을 동일한 범주에 분류하였다.

기타법안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의 법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 322회 10차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납부를 허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이처럼, 갈등법안의 범주에 가장 많이 포함된 배분 및 분배적 정의에

관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유형분류를 논한 학자들의 평가와

다소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Ripley와 Franklin(1984)은 로위의 정

책유형분류를 원용하여 분배정책의 경우는 만장일치의 안정적 투표연합

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19대 전반기 국회에 있어서, 오히려 배분 및 분

배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률이 낮은 법안들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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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포함되었다. 이들은 재분배정책에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갈등이 관

찰된다고 하였는데,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으로 분류된 31

개의 법안들 중 경제적 취약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

책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갈등양상이 심하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원내의 틀 안에서 재분배정책과 관련된

입법은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시도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우리사회의 갈등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경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일정수준

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는 오히려, 중산

층114)이상의 계층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들에서 우리사회의 한정

적인 가치배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2) 규제적 성격을 지닌 갈등법안의 사례분석

[표 22]는 갈등법안으로 선별된 법안들 중 규제적 성격을 지닌 법안들

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제안자, 통과여부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114)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이 문화 
및 도덕적 소양 등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의 
기준은 경제적인 수준에 의하는 구분이 보다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가구의 기준은 월평균515만원의 수입과 35평 규모의 주택보유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 <아주경제>, 2014/06/12 18:58    
   <http://www.ajunews.com/view/201406121843295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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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법안명
소관 

위원회
제안자

의결 

결과

32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 

위원회

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수정 

가결

324/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6/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6/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 

위원회

조현룡 

의원 등 

10인

수정 

가결

32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316/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표 22 – 규제적 특성을 지니는 법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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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

원 위원회

심학봉 

의원 등 

10인

원안 

가결

규제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의 경우, 연구자가 법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따랐던 분류였다. 예를 들어 324회 2차에 의

결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의 경우, 개인이나 일부집단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적 성격을 띠는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법안의

요지가 공공기관의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 관한 법안으로 분류하였다. 규제법안들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

였을 때, 결과적으로, 사인의 행위에 대한 규제, 산업,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로 그 범위가 좁혀졌으며, 이에 따라 갈등법안들 중 8개의 법안만이

규제적 성격의 법안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320회 17차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5)은 피선거권

의 제한을 규정한 법안이었다. 324회 2차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규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개정안 47조 6항의 신설에 있어서 사형을 형벌로 추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존재했던 법안이었다.

316회 10차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자금세탁행위

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었다. 보기 드물게 정당 내부의 갈등이 관찰된

115)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벌
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을 의결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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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었다.

312회 2차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며, 파생상품에 대한 논의는 삭제되었지

만, 보기 드물게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었다.

316회 9차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규제의

일환으로, 철도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의 적용

범위를 모든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321회 3차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유사법안과는 다르게,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기에, 환경규제의 측면으로 규제적 성격의 법안

으로 구분되었다.

316회 10차에서 의결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반독점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행법 제23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의 지원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6회 8차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에 공장건설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대상에 제조시설설치에 의한 공장의 건설을

포함시킴으로써 편법으로 수도권에 공장을 건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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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법안명 소관 위원회 제안자 의결결과

322/10 「특별감찰관법안(대안)」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2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11/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 

위원회

박범계 

의원 등  

11인

원안가결

31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14/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 

위원회

이한구 

의원 외  

152인

수정가결

3) 공적영역에 관련된 갈등법안의 사례분석

[표 23]은 갈등법안으로 선별된 법안들 중 공적영역에 관련된 법안들

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제안자, 통과여부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3 – 공적영역에 관련된 법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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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 

위원회

이한구 

의원 외  

152인

수정가결

322/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16/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1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21/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116)

위원장 원안가결

3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2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 

위원회

이춘석 

의원 등  

10인

원안가결

32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위원회

정부 원안가결

324/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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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2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 

위원회

김진태 

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316/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 

위원회

조해진 

의원 등  

13인

수정가결

32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117)

위원장 원안가결

공적영역에 관한 법률들은 그 법안의 대상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삼고

있다. 로위의 구성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법안들로, 주요내용은 정부조직

신설 및 개편, 선거구 획정 등 선거방식과 관련된 논의, 준정부기관의 업

무 및 인사절차의 변경, 재판상 조항의 해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적영역에 관련된 법안들로 그 법안의 가결을 통해 국민이 혜택

을 취하게 되지만, 이러한 혜택을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기에, 따로 구분하였다. 실제로, 정부의 법안의 제정을 통한 정책들은

그 성격의 차별성은 존재하지만, 그 목적은 모두 국민에 혜택을 부여하

는 것으로 한다. 한 사례로, 측근비리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새로운 정부인사에 업무를 할당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법안의 시행역시 정의로운 사회실현을 통해 국민의 안녕을 유지한다

116)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뜻함.
117) 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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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최종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322회 10차에서 의결된 「특별감찰관법안(대안)」은 권력형비리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

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전자표결절차를 통해 가결된 법안들 중 가

장 낮은 입법찬성률을 보인 법안이며, 18대 국회를 포함시킨 경우에도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311회 1차에서 의결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고위 공직

자의 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되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 중

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설

립하고자 한 법안이었다.

314회 1차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전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314회 1차에서 의결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대통령경호실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314회 1차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상파 방송사

업에 대한 인허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22회 10차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은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법안들은 모

두 정부운영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124 -

314회 1차에서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기관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

316회 10차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별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의 총괄부

서로 하여 종합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법안이었다.

324회 2차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방송공

사 이사의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임명

시에는 국회의 청문회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 한 법안이었다. 이와 유사한 324회 2차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의 임명과 문화방송

사장을 추천에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강화

하고, 문화방송의 주요사항들에 관한 심의 의결에 관한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회의 공개를 촉진하고자 한 법안이었다.

321회 4차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으로 하여금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21회 4차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 등이 내부고발행위를 한 경우 불이익

을 받지 않게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한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322회 4차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선거구조

정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322회 4차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 관련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기위해 투표용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등 교육과 관련된 선거에 대한 규

정을 마련하고 있다.

재판의 운영 및 법원의 결정사유에 관한 논의를 주요내용으로 삼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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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안」이었다. 324회 1차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

사상고사건에서 상고기각 결정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내용의 대법원(2010

도759)결정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었다. 324회 1차에

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하여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준정부기관에 대한 법안으로 316회 9차에서 의결된 「한국철도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한국철도공사의 추가적인 공사채발행

을 규정하고 있었다.

322회 8차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국방 및 군사시설 등 부대시설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로위의 정책유형분류에 따르면, 구성정책에 해당되는 공적영역에 관련

된 법안들에는 57개 법안 중 18개의 법안이 포함되었다. 정치적 사안이

된 쟁점을 다룬 법안을 제외하고서는 일반국민의 관심도가 낮고 정치권

의 의사가 중시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로위가 구성정책에 해당되

는 법안의 경우 정치권에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점과 유사한

입법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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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갈등법안의 내용분류에 따른 사례분석에 대한 평가

제19대 국회 전반기 표결에서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찬성률이 하위 5%

에 해당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Lowi의 정책유형분류를 기준으로 삼았

을 때, 재분배적 정책을 띠는 법안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로

위는 배분정책에서 국회의원 간에는 상호 존중적 의사결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들을 통해 살

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갈등법안의 범주에 오히려 재분배성격을

지니는 법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배분정책의 성격을 지닌 법안

들에 오히려 ‘경제적 이념’이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로위는 재분배적 성

격을 띠는 법안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전이가 유발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하였으며, 치열한 계급대립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였는데, 19대 전반기 국회의 경우 오히려, 고소득층 및 중산층에 혜택

을 부여함에 있어서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결된, ‘재분배적

성격’을 지녔다고 알려진 법안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누구에게

‘재분배’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배분’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국회의원들의 재선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집이 잘 되는 집단

들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대표적 사례인 「기초연금법안」역시, 재

분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 역시 특정 대상에게 새로운 경제적 혜

택을 부여하여 정치적 지지를 이끄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

다.

법안의 분류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면제 혹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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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는 점과 그 대상이 일부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

는 이를 배분정책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입법이지만, 중소기업집단이 편익을 제

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배분적 성격을 지닌 법안으로 분류

하였다.

연구자가 살펴본 제19대 전반기 국회에서의 갈등법안의 범주에 포함된

법안들의 경우, 공직자의 윤리와 인권과 관련된 규제법안, 조직개편 및

조직의 인허가와 관련된 정부조직과 관련된 법안을 제외하면, 경제적 영

역에 있어서, 거대 양당의 ‘중산층’ 혹은 ‘중상층’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기인한 갈등법안이 대다수였다. 선거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한 유권자의

마음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는 데에서, 국회의원들이 배

분 및 분배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있어서 더 많은 갈등을 표출하게 된 것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입법투표결과를 통해서 국회 내의 갈등이

존재했을 것이라 여겨진 갈등법안의 범주에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들이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결국, 정치과정이라 함은 누가 무엇

을 가져가는 물음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앞

선다. 국회 내에서 우리사회의 가치를 배분, 분배, 혹은 재분배하는 데

발생되는 주요한 갈등과 쟁점은 결국, 우리사회에 편재된 이익의 배분이

며, 국회의원에 내재된 이러한 가치에 대한 고려가 결국,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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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1 절 분석결과의 요약

1. 정당과 관련된 요인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

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정당과 관련된 요인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

법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이념, 정

당리더, 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임의원, 그리고 초선여부변수를 살펴

보았다. 이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

서, 정당과 관련된 요인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는 지역

구 국회의원일수록, 거대 정당의 리더일수록, 연임에 성공한 새정치민주

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 반면,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그리고 초선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 다만, 개별

법안에 대한 표결분석에서, 뚜렷한 당론이 존재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법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2회 2차)」,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312회 2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12

회 2차)」, 「기초연금법안(324회 10차)」,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324회 2차)」정도였다. 이러한 점에서,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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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당의 기율이외의 요소가 갈등을 야기했던 요인이었을 것이라는 평

가가 가능하다. 물론, 특정 정당에 의한 쏠림이 발생된 법안의 경우, 본

회의의 토론에서, 치열한 정당 간 논쟁이 발생하였음을 볼 때, 일반적인

법안의 유형에 따라 통용될 수 있는 입법결정요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세부내용에 따라 혹은, 다른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합작용으로 인해

치열한 갈등상황이 표출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2. 행정부지지요인변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원의 여당소속여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

투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전반

기 국회 본회의에서 표출된 갈등은 결국, 여당과 야당의 대결구도에 의

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3. 주민대표성요인인 지역적 특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선거인수의 차이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이는 입법투표결정에 있어서 지역의 기계적인 특성은 국회의원

들의 고려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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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변수인 GRDP, 수도권, 경상권 새누리당 소속여부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GRDP변수에서는 지역

내 총생산이 큰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반대하는 입법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조세감면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갈등법안의 특성을 고려

하였을 때, 선거구민의 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수인 지역 내 총생산

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에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반면, 수도권여부변수는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일

수록 갈등법안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도권의 주민들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들이 갈등법안에 다

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요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질 수 있겠다.

특정 지역적 특색이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활용된 경상권지역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여부 변수

는 정당의 영향을 받는 국회의원의 이념에 의한 입법투표결정과 여당여

부 변수와 동일한 입법투표의 경향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위는 설명력이 있었다. 또한, 본회의 이전 단

계에서의 합의에 대한 존중의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당 내 리더 변

수와도 유사한 투표경향성을 보임에 따라,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정당에 순응하는 의사결정양상을 띠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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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구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갈등법안의

입법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법안의 입법투표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성별 및 학력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관련성이 낮을 수 있

지만, 연령변수는 연령이 높은 의원일수록 의원경험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5. 갈등법안의 내용적 차별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구 국회의원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갈등법안의 내용 상 특

징은 차별성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있어서 정책적 차별성 역시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할 것이다.

배분 및 분배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서는 57개의 갈등법안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정당의 리더와 초선의원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변수였다. 가치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리더의 의사를 보다 고려하지 않으며, 초선의원이

라 할지라도 기존의 원내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

가가 가능할 것이다.

규제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서는 57개의 갈등법안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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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변수의 수가 가

장 적었으며, 선수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정당리더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임에 성공한 새정치민주

연합의 국회의원일수록 규제법안에 가장 큰 폭으로 찬성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공적영역과 관련된 일련의 법안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된 변수가 가장 많았다. 법안의 가결에 있어서 원내의 의사결정

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구성정책에 해당되는 이 법안들에서는 여

당소속의원일수록 갈등법안에 반대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이는 대통령측근비리의 척결 등의 쟁점에서 도출된 특별검사의 임

명과 같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이들 집단이 다수 반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제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갈등법안에 대한 입법투

표결정에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본데 의의가 있다. 정책의 성격별

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입법투표행

위에 있어서는 법안 및 정책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투표결정이 행

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결정양상은 정

책의 특성과는 관련 없이, 당론에 의한, 혹은 대통령의 뜻에 의한 입법투

표결정이 행해진 과거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대해 연구

한 처음의 논문이다. 물론, 19대 전반기 국회만 종료된 시점에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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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입법행태를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우리사

회의 갈등의 쟁점과 원내에서의 갈등의 해결양상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

가 있겠다.

제3 절 연구의 한계

1.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의 한계

19대 전반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례대표의원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또한, 본회의에서의 전자표결의 결과를 통해

갈등법안을 선별하여 국회의원간의 8:2정도의 대결구도까지를 갈등의 문

턱(threshold)으로 간주하고, 찬성률 하위 5%의 법안에 대해서만 통계적

인 분석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이외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물론, 본회의의 의사결정에서 갈등이 표출되었

던 법안만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겠지만,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법안

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을 하였다면, 갈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2. 자료수집의 한계

국회의원의 본회의 전자투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불참 및 결석,

청가 등의 의원을 반대결정을 행한 의원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투표에

참석하여 입법투표한 의원들에 비해,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대’결정이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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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의원의 입법투표결정에 미친 요인에는 표면적인 요인 이외

의 요인들이 더 중요성을 띠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

서의 자료만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에 현실성이 저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국회의원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 혹은 인터뷰 방

식의 연구가 병행되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연구자 개인이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료 수

집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누락, 찬성률 계산의 오류와 같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오류를 줄이고자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통계분석의 한계

연구자가 변수로 설정한 정당리더집단과 같은 경우, 다른 의원들과의

데이터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표본추출을 이용한 통계분석

이 실시되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또한, 연구자가 독립변수로 삼은 개별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정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로만

나뉘는 현실적인 한계를 기반으로, 개별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여부와 B의

부호 및 그 값을 살핌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결정요인을 분석한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찬성과 반대의 이분

법적인 투표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계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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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기에, 해당 국회의원들의 투표결정에 대한 가능성정도의 여부만

을 살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법안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4.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유형화에 따른 한계

본 연구는 로위의 정책분류모형에 착안하여, 연구자가 사적영역과 공

적영역에 대한 기준을 통해 법안의 내용 및 특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로위와 같은 정책유형의 분류법은 다수의 학자로부터 끊임없

이 체계적 오류에 관한 비판을 받는데, 이러한 비판은 현실의 정책이 배

타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불가피한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한계에

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책행위자인 국회의원의 의사결

정양상을 개략적으로라도 살펴본 것은 법안의 내용에 다른 의사결정의

차별성을 살펴봄으로써 국회의원의 정책적 인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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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 2.88 0 2 0 0 0 16 13 1 0 0 1 50

민홍철 민 3.8 0 1 0 1 0 15 11 0 0 0 2 50

박기춘 민 3.8 0 3 1 0 0 16 12 1 0 0 3 50

박남춘 민 1.8 0 1 0 1 0 14 11 1 0 0 1 50

박대동 새 6.2 0 1 0 1 1 14 11 0 1 0 2 60

박대출 새 6.21 0 1 0 1 1 15 11 0 1 0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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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새 6.7 0 1 0 1 1 14 11 0 0 0 3 60

박명재 새 6.21 0 1 0 1 1 14 11 0 0 0 2 60

박민수 민 2.88 0 1 0 1 0 15 11 0 0 0 1 40

박민식 새 5.8 0 2 0 0 1 14 11 0 1 0 1 40

박범계 민 4 0 1 0 1 0 14 10 0 0 0 1 50

박병석 민 3.5 0 3 1 0 0 14 10 0 0 0 2 60

박상은 새 7.8 0 2 0 0 1 14 11 1 0 0 2 60

박성호 새 6 0 1 0 1 1 15 11 0 1 0 3 50

박성효 새 5.6 0 1 0 1 1 14 10 0 0 0 3 50

박수현 민 2.1 0 1 0 1 0 15 11 0 0 0 2 40

박영선 민 3.85 1 3 1 0 0 16 13 1 0 1 2 50

박완주 민 2.88 0 1 0 1 0 15 11 0 0 0 1 40

박인숙 새 6.7 0 1 0 1 1 16 13 1 0 1 2 50

박주선 민 4.1 0 3 1 0 0 14 10 0 0 0 1 60

박지원 민 1.8 1 3 1 0 0 15 11 0 0 0 1 70

박혜자 민 2.88 0 1 0 1 0 14 10 0 0 1 3 50

박홍근 민 2.88 0 1 0 1 0 16 13 1 0 0 2 40

배기운 민 2.88 0 2 0 0 0 15 11 0 0 0 2 60

백재현 민 4.25 0 2 1 0 0 16 12 1 0 0 1 60

변재일 민 4.05 0 3 1 0 0 14 11 0 0 0 2 60

부좌현 민 2.9 0 1 0 1 0 16 12 1 0 0 2 50

서병수 새 6 0 3 0 0 1 14 11 0 1 0 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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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새 5.3 1 3 0 0 1 15 11 0 1 0 3 60

서영교 민 1.9 0 1 0 1 0 16 13 1 0 1 2 40

서용교 새 5.6 0 1 0 1 1 14 11 0 1 0 1 40

서청원 새 6.21 0 3 0 0 1 16 12 1 0 0 1 70

설훈 민 2.88 0 3 0 0 0 16 12 1 0 0 1 60

성완종 새 5.7 0 1 0 1 1 15 11 0 0 0 0 60

송광호 새 4.9 0 3 0 0 1 14 11 0 0 0 1 70

송호창 민 1.8 0 1 0 1 0 16 12 1 0 0 1 40

신경민 민 2.88 1 1 0 1 0 16 13 1 0 0 1 60

신계륜 민 2 1 3 0 0 0 16 13 1 0 0 1 50

신기남 민 2.2 0 3 0 0 0 16 13 1 0 0 1 60

신동우 새 5.1 0 1 0 1 1 16 13 1 0 0 2 60

신성범 새 6.7 0 2 0 0 1 15 11 0 1 0 1 50

신장용 민 3.6 0 1 0 1 0 16 12 1 0 0 1 50

신학용 민 3.3 1 3 1 0 0 14 11 1 0 0 1 60

심상정 정 0.4 0 2 0 0 0 16 12 1 0 1 1 50

심윤조 새 5.3 0 1 0 1 1 16 13 1 0 0 1 50

심재권 민 2.88 0 2 0 0 0 16 13 1 0 0 3 60

심재철 새 9.7 1 3 0 0 1 16 12 1 0 0 2 50

심학봉 새 5.6 0 1 0 1 1 14 11 0 1 0 2 50

안규백 민 2.2 0 2 1 0 0 16 13 1 0 0 1 50

안덕수 새 6 0 1 0 1 1 14 11 1 0 0 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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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민 2.7 0 3 1 0 0 16 12 1 0 0 3 40

안철수 민 2.88 1 1 0 1 0 16 13 1 0 0 3 50

안홍준 새 6.15 1 3 0 0 1 15 11 0 1 0 3 60

안효대 새 5.6 0 2 0 0 1 14 11 0 1 0 1 50

양승조 민 3.45 1 3 1 0 0 15 11 0 0 0 2 50

여상규 새 6.9 0 2 0 0 1 15 11 0 1 0 1 60

염동열 새 6 0 1 0 1 1 14 10 0 0 0 3 50

오병윤 진 0.2 0 1 0 1 0 14 10 0 0 0 0 50

오영식 민 2.88 0 3 0 0 0 16 13 1 0 0 2 40

오제세 민 3.1 1 3 1 0 0 14 11 0 0 0 2 60

우상호 민 2.2 0 2 0 0 0 16 13 1 0 0 1 50

우원식 민 2.88 1 2 0 0 0 16 13 1 0 0 2 50

우윤근 민 2.7 0 3 1 0 0 15 11 0 0 0 3 50

원유철 새 5.5 0 3 0 0 1 16 12 1 0 0 1 50

원혜영 민 2.1 0 3 1 0 0 16 12 1 0 0 1 60

유기준 새 5.1 1 3 0 0 1 14 11 0 1 0 2 50

유기홍 민 2.88 0 2 0 0 0 16 13 1 0 0 2 50

유대운 민 2.7 0 1 0 1 0 16 13 1 0 0 0 60

유성엽 민 1.6 0 2 1 0 0 15 11 0 0 0 1 50

유승민 새 6.2 1 3 0 0 1 14 10 0 0 0 3 50

유승우 새 6.2 0 1 0 1 1 16 12 1 0 0 3 60

유승희 민 1.6 0 2 1 0 0 16 13 1 0 1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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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민 2.6 0 1 0 1 0 16 12 1 0 1 2 50

유인태 민 3.1 0 3 1 0 0 16 13 1 0 0 1 60

유일호 새 6.2 0 2 0 0 1 16 13 1 0 0 3 50

유재중 새 4.9 0 2 0 0 1 14 11 0 1 0 3 50

유정복 새 5.2 0 3 0 0 1 16 12 1 0 0 2 50

윤관석 민 2.4 0 1 0 1 0 14 11 1 0 0 1 50

윤상현 새 6 0 2 0 0 1 15 11 1 0 0 3 50

윤영석 새 4.9 0 1 0 1 1 15 11 0 1 0 2 40

윤재옥 새 6.7 0 1 0 1 1 15 11 0 1 0 2 50

윤진식 새 6.21 0 2 0 0 1 14 11 0 0 0 3 60

윤호중 민 2.88 0 1 0 1 0 15 11 1 0 0 1 50

윤후덕 민 4.7 0 1 0 1 0 16 12 1 0 0 2 50

이강후 새 6.7 0 1 0 1 1 14 10 0 0 0 3 60

이군현 새 6 1 3 0 0 1 15 11 0 1 0 3 60

이낙연 민 2.4 0 3 1 0 0 15 11 0 0 0 1 60

이노근 새 6.2 0 1 0 1 1 16 13 1 0 0 3 50

이명수 새 5.6 0 2 0 0 1 15 11 0 0 0 3 50

이목희 민 2.2 0 2 0 0 0 16 13 1 0 0 1 60

이미경 민 2.6 0 3 1 0 0 16 13 1 0 1 2 60

이병석 새 5.3 0 3 0 0 1 14 11 0 1 0 3 60

이상규 진 1.62 0 1 0 1 0 16 13 1 0 0 1 40

이상민 민 3.6 0 3 1 0 0 14 10 0 0 0 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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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민 2.7 0 1 0 1 0 15 11 0 0 0 2 50

이석현 민 2.4 0 3 1 0 0 16 12 1 0 0 1 60

이언주 민 3.1 0 1 0 1 0 16 12 1 0 1 2 40

이완구 새 6.21 1 3 0 0 1 15 11 0 0 0 2 60

이완영 새 5.3 0 1 0 1 1 14 11 0 1 0 3 50

이용섭 민 3.8 0 2 1 0 0 14 10 0 0 0 3 60

이우현 새 6 0 1 0 1 1 16 12 1 0 0 2 50

이원욱 민 2.6 0 1 0 1 0 16 12 1 0 0 1 50

이윤석 민 4 0 2 1 0 0 15 11 0 0 0 3 50

이이재 새 4.4 0 1 0 1 1 14 10 0 0 0 2 50

이인영 민 2.88 0 2 0 0 0 16 13 1 0 0 2 40

이인제 새 6.21 0 3 0 0 1 15 11 0 0 0 1 60

이장우 새 6.2 0 1 0 1 1 14 10 0 0 0 3 40

이재균 새 5.8 0 1 0 1 1 14 11 0 1 0 3 50

이재영 새 7.8 0 1 0 1 1 16 12 1 0 0 2 50

이재오 새 6.21 0 3 0 0 1 16 13 1 0 0 2 60

이종걸 민 1.8 0 3 1 0 0 16 12 1 0 0 1 50

이종진 새 6 0 1 0 1 1 14 11 0 1 0 0 60

이종훈 새 6.2 0 1 0 1 1 16 12 1 0 0 3 50

이주영 새 5.3 0 3 0 0 1 15 11 0 1 0 2 60

이진복 새 4.4 0 2 0 0 1 14 11 0 1 0 2 50

이찬열 민 2.9 0 2 1 0 0 16 12 1 0 0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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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새 6.21 0 1 0 1 1 14 11 0 1 0 3 50

이철우 새 5.1 0 2 0 0 1 14 11 0 1 0 2 50

이춘석 민 4.55 0 2 1 0 0 15 11 0 0 0 2 50

이학영 민 2.88 0 1 0 1 0 16 12 1 0 0 2 60

이학재 새 4.8 0 2 0 0 1 15 11 1 0 0 3 40

이한구 새 7.3 1 3 0 0 1 14 11 0 1 0 3 60

이한성 새 6.7 0 2 0 0 1 14 11 0 1 0 3 50

이해찬 민 2.88 1 3 0 0 0 14 11 0 0 0 1 60

이헌승 새 5.8 0 1 0 1 1 14 11 0 1 0 2 50

이현재 새 4.7 0 1 0 1 1 16 12 1 0 0 3 60

인재근 민 2.6 0 1 0 1 0 16 13 1 0 1 1 60

임내현 민 4.7 0 1 0 1 0 14 10 0 0 0 1 60

장병완 민 3.8 0 2 1 0 0 14 10 0 0 0 3 60

장윤석 새 6.4 1 3 0 0 1 14 11 0 1 0 3 60

전병헌 민 3.6 1 3 1 0 0 16 13 1 0 0 2 50

전정희 민 2.4 0 1 0 1 0 15 11 0 0 1 3 50

전하진 새 4.2 0 1 0 1 1 16 12 1 0 0 2 50

전해철 민 2.6 0 1 0 1 0 16 12 1 0 0 1 50

정갑윤 새 7.3 0 3 0 0 1 14 11 0 1 0 2 60

정두언 새 4.9 0 3 0 0 1 16 13 1 0 0 3 50

정몽준 새 5.3 0 3 0 0 1 16 13 1 0 0 3 60

정문헌 새 4.9 0 2 0 0 1 14 10 0 0 0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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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새 5.1 0 3 0 0 1 16 12 1 0 0 3 50

정성호 민 3.1 0 2 0 0 0 16 12 1 0 0 1 50

정세균 민 2.7 0 3 1 0 0 16 13 1 0 0 3 60

정수성 새 7.1 0 2 0 0 1 14 11 0 1 0 0 60

정우택 새 6 1 3 0 0 1 14 11 0 0 0 3 60

정의화 새 4.4 0 3 0 0 1 14 11 0 1 0 3 60

정청래 민 2.88 0 2 0 0 0 16 13 1 0 0 2 40

정호준 민 3.1 0 1 0 1 0 16 13 1 0 0 2 40

정희수 새 6.2 0 3 0 0 1 14 11 0 1 0 3 60

조경태 민 3.85 1 3 1 0 0 14 11 0 0 0 3 40

조원진 새 4.9 0 2 0 0 1 14 11 0 0 0 2 50

조정식 민 1.6 0 3 1 0 0 16 12 1 0 0 2 50

조해진 새 8 0 2 0 0 1 15 11 0 1 0 2 50

조현룡 새 6.2 0 1 0 1 1 15 11 0 1 0 1 60

주승용 민 2.2 1 3 1 0 0 15 11 0 0 0 2 60

주호영 새 6 0 3 0 0 1 14 11 0 0 0 3 50

진영 새 4.9 1 3 0 0 1 16 13 1 0 0 2 60

최경환 새 6 1 3 0 0 1 14 11 0 1 0 3 50

최규성 민 2.6 1 3 1 0 0 15 11 0 0 0 1 60

최원식 민 2.9 0 1 0 1 0 15 11 1 0 0 1 50

최재성 민 2.7 0 3 1 0 0 16 12 1 0 0 2 40

최재천 민 2.88 0 2 0 0 0 16 13 1 0 0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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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 4.7 0 3 1 0 0 16 13 1 0 1 2 50

하태경 새 5.3 0 1 0 1 1 14 11 0 1 0 3 40

한기호 새 8.1 1 2 0 0 1 14 10 0 0 0 1 60

한선교 새 6.4 1 3 0 0 1 16 12 1 0 0 2 50

함진규 새 6 0 1 0 1 1 16 12 1 0 0 2 50

홍문종 새 6.4 1 3 0 0 1 16 12 1 0 0 3 50

홍문표 새 6.4 0 2 0 0 1 15 11 0 0 0 2 60

홍영표 민 1.8 0 2 1 0 0 15 11 1 0 0 2 50

홍익표 민 2.88 0 1 0 1 0 16 13 1 0 0 3 40

홍일표 새 4.9 0 2 0 0 1 15 11 1 0 0 2 50

홍지만 새 6.9 0 1 0 1 1 14 11 0 1 0 2 40

황영철 새 5.1 0 2 0 0 1 14 10 0 0 0 1 40

황우여 새 7.15 1 3 0 0 1 15 11 1 0 0 3 60

황주홍 민 4.2 0 1 0 1 0 15 11 0 0 0 3 60

황진하 새 6.9 0 3 0 0 1 16 12 1 0 0 1 60

118) 새= 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지면상 새누리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전의 당명의 
앞 글자를 인용하였다), 진=통합진보당, 정=정의당.

119)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연임의원 여부를 의미한다. 
120) 경상권 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여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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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islative voting

decision of district representatives

Kim, Minkyeong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meaningful variables effecting district

representatives' legislative voting.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legislative voting behavior about conflict bills. To achieve this, I

analyzed floor voting records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is, it can be

selected non-consensus aspect’s and conflict bills by 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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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In addition, conflict bills are classified into three policy

categories. It is distributive or redistributive and regulatory policy in

private area and policy which is related in public area.

Subject of this study is 251 district representatives having a

roll-call voting for the first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57 conflict bills. A dependent variable is legislative voting decision on

57 conflict bills set (N=14,307).

For analyzing district representatives' legislative voting behavior,

party, government, and local influence are considered. First, party

influence was measured by congressman’s ideology, legislative career,

and whether leader in their party, reappointment congressman at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freshman is or not. Second,

government influence was measured by whether a ruling party’s

member is or not. Third, local influence was measured by a size of

the elector voters, GRDP, whether the metropolitan area’s

congressman is or not, and whether the gyeong-sang area and New

Frontier Party’s member is or not. In other word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gressman’s ideology, legislative career, a size of the

elector voters, GRDP, and whether leader in their party,

reappointment congressman at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freshman, a ruling party’s member, the metropolitan

area’s congressman, and the gyeong-sang area and New Frontier

party’s member is or not. In addition, control variables are gender,

level of education, and age.

A result of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cept a siz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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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or voters, all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Between policy categories, it can be observed different

congressman’s voting behaviors.

………………………………………

keywords : district representatives, the 19th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electronic

voting, conflict bills, legislative voting

behavior, policy typology

Student Number : 2012-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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