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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원안이 법률로 채택되는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상

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정책 결정

과정을 정쟁(政爭)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시스템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상임

위원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각종 입법지원기관의 정책적 역할을 고

려한다면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총

1,093건의 법률안 중에서 층화표본추출의 방법으로 추출한 185건

의 법률안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각 법

률안의 원안 채택률을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검토보고의 수정의견

강도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그 밖에 소관 상임위원

장의 소속(여당/야당)과 위원정수, 법률안 제출시기, 국민여론, 유

사 의원입법 여부, 정기국회/임시국회 여부, 소관부처 협조, 법률

안의 정책분야 등을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의견 강도가 정부

원안의 채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문위원이 수정의견을 강하게 제시할수록 법률안이 많이 수정되어

한 법률안 내에서 원안대로 채택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는 의견이 해당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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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제산업” 및 “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교육사

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정부 원안 채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정책분야 변수도 원안 채택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개인의 개별적 의

견이나 가치관이 다양하여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의

견개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정책분야별로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 변수를 전문위

원 수정의견 강도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채택률 사이의 (유사)조

절변수로 볼 수 있었다. 즉, 정책분야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경제산업” 분야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

향력은 다른 정책분야의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위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전문위원의 정책적 검토내용을 담고 있

는 검토보고서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바, 전문위원이 입법지원기관으

로서 정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

책결정과정의 공식참여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

해 “제도화된 행정국가”를 극복할 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전문위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원역량

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국회 입법과정, 정부 제출 법률안, 전문위원 제도, 검토보고서, 

정책분야, 제도화된 행정국가

학 번 : 2013-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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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제40조),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여(제52조) 행정부가

입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는 ‘대통령제’라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 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1)과 결합하여 오히려 정부 주도 입법이 주

(主)를 이루는 독특한 시스템을 정립하게 되었다.2) 우리나라 헌법은 권

력의 중심을 대통령 및 행정부에 집중시킨 “제도화된 행정국가”의 틀 속

에서 불균형적인 권력분립 관계를 설정해왔고, 정부가 강력한 입법 주도

권을 보유함으로써 국회의 본래적 권한인 입법권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적어도 공동행사 하는 현상이 제도화 된 것이다.3)

그러나 헌법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의

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과연 입법을

통한 정책의 결정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정책의 의제 설정 및 결정 과정에 있어서

1)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권위주의 체제는 행정부 주도의 입법과정 속에서

국회의 자율성이 매우 약했다. 최정원. (2001).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129-151.

2) 통계에 따르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비해 본회의

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될 확률이 높다. 김준석(2012)에 따르면 정부안의 입법

효과는 다른 의안에 비해 원안 그대로 가결될 확률이 다른 법안의 5배, 수정

가결될 확률은 11.7배, 대안 반영폐기의 경우 2.6배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준

석. (2012).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

으로. 한국정치연구. 21(3): 71-98. 참조.

3) 홍준형. (2008).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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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다원주의적 가치와, 국가적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

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 나아가

행정부 및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정집단 또는 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정쟁으로

대체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

어 국회의 정치인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

는 것이다.4) 그에 따라 행정부 우위 현상과 그에 따른 정부주도 입법

시스템은 일응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적 역량은

차치하고서라도, 국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사

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의 역할을 고려한

다면, 이와 같은 평가는 피상적인 것일 수 있다. 국회가 정치적 싸움에

만 몰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이들 지원기관은 입법 및 예산안 심

사 등 국회 전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회의 정

책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 가장 근거리에서 심사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정책 지

원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수석5))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

견을 개진하고, 소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상임위원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거에는 전문위원에 대해 행정부 관

료 출신이거나 특정 정당 출신으로서 정책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형해화

4) 정정길 외 4인. (2012).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5) 「국회법」에 따르면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42조제1항), 이에 「국회사무처

법」에서는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

다. 이하에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모두 ‘전문위원’으로 용어를 통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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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

에 있어서 그 정부 원안의 채택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향’이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채택됨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타난 수정의견 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수정 또는 삭제되거나, 또는 전문위원의 원안 지지의견에 따

라 법률안이 그 취지대로 채택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정책분야나 다른 변수에 따라 달

라지는 경우는 없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정치학의 기본적인 가정은 정치

가 정책을 결정(politics determines policies)한다고 보는 반면, 정책

학6)에서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policies determines politics)한다고 가

정하는데,7)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책분야 등에 따라 상임위 심사과정

에서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국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행정부와

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제도화된 행정국가”와 그로

인한 입법과정에서의 행정부 우위적 인식을 극복할 길은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볼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6) Lowi는 그의 연구에서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다

르다고 주장하였고, Ripley 또한 각 정책 관련자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개입이 정

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7) 남궁근. (2012).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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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제19대 국회에서 심사된 정부 제출 법률안과 그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다.8) 국회의원이 발

의한 법률안이 당파적이고 이념적인 의도를 강하게 띄고 있는 데 반해,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부분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학적 분석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9)

물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내부 사전 절차를 생략하

거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10) 그러나 이

러한 경우는 그 배경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

실상 정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 심사된 정부 제출 법률안은 총 1,093건으로,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 법률안의 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19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처리결과11)

8)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가결 결정요인을 연구한 것으로는 서현진·박경미

(2009, 제17대 국회를 중심으로), 박윤희(2014,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등

9) 홍준형·박균성·선정원(2005)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 비율이 증가하고 있

지만, 행정부 중심 입법 역사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행정의 복잡화

및 전문화로 인한 행정입법수요의 변화로 정부 제출 법률안은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홍준형·박균성·선정원. 

(2005). 법제업무관련기관 입법역량 강화방안 연구. 법제처.

10) 남궁근. (2012).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구 분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 기

폐 기 부 결
임기만료
폐 기

합 계

빈 도 128건 251건 425건12) 6건 1건 282건 1,093건

비 율 11.7% 23.0% 38.9% 0.5% 0.1% 2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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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선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임기만료13) 등의 이유로 폐기

되어 법률안이 최종 채택된 결과를 측정하기 적절치 않은 법률안 289건

을 제외하고, “원안가결”, “수정가결” 또는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법

률안 804건(73.6%)을 선정하였다.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고

그 대안이 가결된 경우는 사실상 해당 법률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

이 적절한바, “대안반영폐기”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14)

한편, 임기만료폐기 법률안 중에는 심사 결과 입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이를 폐기시키거나 부결시키는 대신 상임위 또는 법안

심사소위 단계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류시키다가 임기만료폐기로 처

리하는 경우로서, 법률안의 최종 채택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경

우도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회의록이나 검토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폐기 법

률안 모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804건의 법률안 중에는 법제처가 2006년부터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16)에 따라 제출·심사된 법률안(이른바 “알

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참조.

12) 참고적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1900818)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그 대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법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부 원안 채택률에 대한 전문위원의 영향을 확인함

에 있어서는 본회의 의결 이후 상황을 고려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이 표

에서는 본회의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하였다.

13)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일: 2016. 5. 29

14) 대안반영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는 대신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15) 예를 들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629)

16) 법제처는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한자 및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고, 문장 표현 및 체계를 명확하

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제출된 법률안의 경우 단순 자구 수정 및 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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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알법 사항만

있는 56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을 제외한 총 748건의 법률안을 모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법률안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각 위원회별 가결 법률안

수를 참고하여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

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위원회별로 가결된 법률안의

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층화표본추출이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여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17)

원안·수정가결 또는 대안반영 등으로 처리, 즉 가결된 법률안 수의 각

위원회별 비율에 따라 추출할 법률안의 개수를 정하고, 그 개수에 맞춰

각 위원회 내에서 무작위 추출을 시행하여 총 185건의 법률안을 최종적

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위원회별18) 가결(원안·수정·대안반영) 법률안 비율 및 분석 대상으

로 추출한 법률안 수는 다음 [표-2]와 같다.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별 이견 없이 처리되었는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법제처. (201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참조

17) 김병섭. (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법문사.

18) 참고적으로, 위원회별 가결 건수를 집계함에 있어서는 제19대 국회 개원에

따른 상임위별 소관 및 명칭 변경(2013.3.23) 이전에 의결된 법률안의 경우 소

관·명칭 변경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상임위를 재분류였다. 예를 들어, 변경 이

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이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2043)의 경

우 변경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분류한 반면, 같

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이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299)의

경우 변경 이후 소관인 국토교통위원회로 분류하였다.



- 7 -

[표-2] 제19대 국회 위원회별 전체·가결 법률안 수 및 분석 대상 법률안 수19)

1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자료 재구성.

위 원 회
(괄호 안은 국회법 개정 이전)

전체
법률안 수

가결
법률안 수
(가결률)

알법 제외
가결 수

(추출비율)

분석 대상
법률안 수

국회운영위원회 1건
1건

(100%)
1건

(0.1%) 
0건

법제사법위원회 104건
72건

(69.2%)
70건

(9.4%)
17건 

정무위원회 90건
52건

(57.8%)
50건

(6.7%)
12건

기획재정위원회 99건
89건

(89.9%)
85건

(11.4%)
21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55건
44건

(80.0%)
39건

(5.2%)
10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9건
44건

(49.4%)
43건

(5.7%) 
11건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건
6건

(50.0%)
6건

(0.8%) 
1건

국방위원회 44건
37건

(84.1%)
37건

(4.9%)
9건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28건
118건

(92.2%)
103건

(13.8%)
2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27건
74건

(58.3%)
69건

(9.2%)
17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80건
73건

(91.3%)
72건

(9.6%) 
18건

보건복지위원회 76건
54건

(71.1%)
41건

(5.5%)
10건

환경노동위원회 95건
69건

(72.6%)
67건

(9.0%) 
17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77건
60건

(77.9%)
56건

(7.5%) 
14건

정보위원회 0건
0건

( -%)
0건

(0.0%)
0건

여성가족위원회 14건
9건

(64.3%)
7건

(0.9%)
2건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2건
2건

(100%)
2건

(0.3%) 
0건

합 계 1,093건
804건

(73.6%)
748건

(100%)
185건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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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과 전문위원 제도

1.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1)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은 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서, 정치과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20) 입법과

정은 크게 법률안의 입안·제출과정, 국회에서의 심사·의결과정 그리고 법

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 공포라는 세 가지 순차적 단계로 구성되는

데,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21)하는 경우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

어있는 외에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있지 않는바(「국회법」제79조제1항), 

이하에서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과 국회에서의 심사·의결과정

및 정부이송·공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 국회사무처 법제실. (2016). 법제이론과 실제.

21)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①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② 정부가 의안을 낼 때는 ‘제출’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국회사무처. 

(2016). 국회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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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도22)

22)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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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안 초안 작성

정부 제출 법률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 입법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입안한다. 이 때 법률안의 초안 작성은 법률의 집행

을 담당할 소관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되는데, 주무부서는 평소에 입법정

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법률안 기초자가 될 수

있다.23)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나 프로젝

트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도 한다.

한편, 정부 제출 법률안의 추진은 이른바 “입법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

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적

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24)

 2) 관계기관과의 협의

소관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안 내용 중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필요

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규정」제4조25)에 따라 입법예고

실시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

차를 통해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 내의 이견을 사전

에 조정할 수 있는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이견 조정이

자주 문제되는 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3)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정부 제출 법률안

의 입안과정” 참조.

24)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입법과정안내” 참조.

25) 「국무회의 규정」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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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르면 법률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소관 부처는 해당 법률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

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

자 할 때에는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

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제

42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제43조). 중앙행정기관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

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법

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률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

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제41조).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

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4) 경제장·차관회의 및 규제심사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

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

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

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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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정협의

정부는 국가 중요 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

요정책·법률을 입안하는 경우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협조를 구하기

도 한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여당의 입장과 조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 법제처 심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에 법률안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26)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

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ㆍ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7)

 7)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국회 제출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

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

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6)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도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비롯한 헌법상 원칙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법제처. (2012). 법령 입안·심사 기준.

27)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입법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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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회의 법률안 심사·의결 과정

국회의 법률안 심사·의결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국회 입법과정도28)

28)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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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

률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한다. 폐회중이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제81조). 

만일 어느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안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

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제81조제2항).29)

 2)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면 해당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우리 국회는 이른바 ‘위원회 중심주의’를 따르고

있는바,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인 위원들과 전문위원, 정당 소속의

정책연구위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법률안에 대한 상세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30)

법률안은 위원회로 회부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이를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

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이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

29) 2009년 조문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결정 협의를

요청하였고, 국회운영위는 위 법률안을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사 사례는 10건 정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사무처. (2016). 국회선례집. 

30) 오혜진(2014)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존의 정당종속적인 시각뿐 아

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입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각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혜진. (2014). 법안에 따른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입법 영향력. 한국정당학회보. 13(1): 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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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제59조).

의사일정에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는 먼저 제안자로부터 법률안에 대

한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법률안의 실체적

내용 및 형식 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전문위원 검토

보고), 법률안의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의원

들이 제안자 및 소관 부처에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제58조).

대체토론 후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특히 법률안

이 제정법률안이거나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생략하기로 한 때 외에는 필수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제58조제6항). 그 후에는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위해 ‘소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여 심사한다.

소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축조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표결에 의한 다

수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을 통과에 대한

이의 유무만을 확인하여 만장일치 형태로 의결하고 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위원회안 또는 대안을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86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부된 후 5

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제59조).

여기에서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

촉 여부, 자체조항 상호간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

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률안의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작업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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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위원회에

서는 그 심사결과를 반영한 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

출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의원이 자기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회의 법률안에 대하여 그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

문에 본회의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심사자료가 된다.32)

 4) 본회의 보고 및 심의·의결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때에

는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은 그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

과를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제67조제1항).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67조제3항). 그러나

이러한 보충보고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

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고, 본회의 토론종결 전에 전원위원회의 개

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

를 마치면 본회의에서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

고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33)

한편, 「국회법」제93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

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1) 주영진. (2015). 국회법론.

32) 안병옥. (2016). 최신 국회법. 초이스디자인.

33) 그러나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전원위원회가 개

최된 예는 없다. 국회사무처. (2016). 국회선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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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률안의 정부 이송과 공포

 1) 법률안의 정리와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본회의 의

결이 있은 후 법률안 내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자구 및 숫자 등을 정

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국회

법」제97조). 

 2) 법률안의 공포와 재의요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에 공포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을 경과함으로써 공포된 법률은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또한 같다(제53조제2항). 대통령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때에

는 그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제53조제3항).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

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데(「국회법」제

112조제5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제4항). 이

렇게 확정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

해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제53조

제6항).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제53조제5항). 

이렇게 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도

역시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제5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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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의 의의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

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하여 위원회 안건 심사의 필수 과

정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42조는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

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

무원을 둔다.”고 하여 전문위원 제도를 법정화하고 있다.

 (2)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전문위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

건(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심사에 필요한 검토보고라 할 수 있는데

(「국회사무처법」 제9조제2항제1호), 검토보고(서)에는 안건의 주요내

용 및 취지와 함께 해당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비롯

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수록된다. 「국회법」 제58조제9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회사무처법」은 전문위원의 업무로 “각종 의안을 비롯

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위

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의사진행의

보좌,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국회

사무처법」 제9조제2항).



- 19 -

 (3) 국회 전문위원 현황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위원회마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위원회마다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서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1인씩 두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그 위원회 소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사무처법」 제9조제1항). 

전문위원(이사관으로서 2급의 일반직공무원)은 위원회에 따라 1인(국방

위원회 등) 또는 다수(법제사법위원회 등)가 있는 경우와 별도의 전문위

원 없이 수석전문위원 1인만 있는 경우(국회운영위원회 등)가 있다.

2017년 5월 현재 아래 [표-3]과 같이 16개 상임위원회 및 3개의 특별

위원회에서 총 39명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3]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35) 전문위원 업무 현황36)

위 원 회
(전문위원 수)

(수석)전문위원 소관 업무

국회운영위원회
(1)

수석전문위원
- 운영위 소관 의안 및 현안 검토보고
- 운영위원장 보좌
- 교섭단체대표회담 지원

법제사법위원회
(4)

수석전문위원

- 고유법안(형사법) 및 청원·진정
(법무부, 감사원 소관 총괄) 

- 예산안·결산 및 국정감사(법무부 소관 총괄)

- 타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운영위, 정무
위, 재정위, 안전행정위, 국토위 소관 총괄) 

전문위원

- 고유법안(그 외의 형사법) 및 청원·진정
(대법원 소관 총괄) 

- 예산안·결산 및 국정감사
(감사원·대법원 소관 총괄) 

- 타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국방위, 

안전행정위, 산업위, 정보위 소관 총괄) 

전문위원
(일반임기제34))

- 고유법안(민사법) 및 청원·진정
(헌법재판소 소관 총괄) 

- 예산안·결산 및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소관 총괄) 

- 타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교문위, 외통위, 환노위 소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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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4)

전문위원
(일반임기제)

- 고유법안(상사법) 및 청원·진정
(법제처, 군사법원 소관 총괄) 

- 예산안·결산 및 국정감사
(법제처, 군사법원 소관 총괄) 

- 타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미방위, 복지위, 여성위 소관 총괄) 

정무위원회
(3)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 행정 총괄 및 소속직원 지휘·감독 

- 금융위원회 소관 총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총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결산

전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 국무조정실 소관 예·결산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예·결산 

(제2부위원장 업무) 

전문위원

- 국가보훈처 소관 총괄
-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예·결산

(제1·3부위원장 업무) 

기획재정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세제실 외)

- 국세청·관세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기금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
재정정보원에 속하는 사항

전문위원
- 기획재정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세제실) 

- 조달청·통계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ICT, 우정사업본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 위원회 의사진행 및 행정업무 총괄

전문위원
-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학기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3)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 업무 총괄 및 직원의 지휘·감독
- 예산 총괄
- 소관 의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소관에 대한 진정요지 및 검토서 검토
- 소관분야: 교육부 총괄

전문위원

- 소관 의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소관에 대한 진정요지 및 검토서 검토
- 소관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문화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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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3)

전문위원

- 소관 의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소관에 대한 진정요지 및 검토서 검토
- 소관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외교부 소관 업무 주관
- 소관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행정업무 총괄
- 위원회 소속 직원 지휘·감독

전문위원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관 업무 주관

- 소관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수석전문위원 부재 중 업무 대행

국방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국방부 소관에 관한 사항
- 방위사업청 소관에 관한 사항
- 소관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전문위원

- 병무청 소관에 관한 사항
- 소관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수석전문위원 부재 중 업무 대행

안전행정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과거사위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소관의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심사·검토보고
-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전문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해양경비
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소관의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심사·검토보고 

-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 의사진행 보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 업무 총괄
- 소관부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보고(농림축산식품부 소관1) 

- 의사진행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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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

전문위원
- 소관부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보고(해양수산부 소관)

- 의사진행 보좌

전문위원

- 소관부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보고(농림축산식품부2,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 의사진행보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관한 사항
- 소관안건의 예비심사·검토보고
- 위원회 직원의 지휘·감독 및 업무총괄
- 위원회 의사진행보좌

전문위원
- 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에 관한 사항
- 소관안건의 예비심사·검토보고
- 위원회 의사진행보좌

보건복지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 업무 총괄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 업무 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약사법 관련) 

전문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총괄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사회서비스정책관·장애인정책국·보건산
업정책국·해외의료사업지원관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위원장 및 위원회회의 운영 보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 환경부소관 법률안·예결산안 및 청원등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

- 국정감·조사 및 소관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전문위원

- 위원회회의 운영 보좌
- 고용노동부소관 법률안, 예·결산 및 청원
등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 

- 국정감·조사 및 소관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국토교통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
국, 수자원정책국, 기타국토교통부소관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일반행정 및 의사진행 보좌 총괄

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도로국, 철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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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 2인의 직위를 이른바 “개방형 직위”로 정

하여 임용기간 3년의 임기제로 외부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등 특정 기관 출신만이 채용되고 전문위원 임기를 마치면 다시 해당 기관으로

복귀되는 것이 사실상 관례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35) 현재 상설특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법률안 심사권이 없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

함되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표에 함께 기재하였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수

시로 구성되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각종 특별위원회(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비되어 있는 부서이다. 

36) 각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17. 5. 17. 기준)

정보위원회
(1)

수석전문위원

- 국가정보원, 국정원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
정 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결산심사

-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지휘·감독
-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여성가족위원회
(1)

수석전문위원

-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주관
- 소관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검토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행정업무 총괄
- 위원회 소속 직원 지휘·감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 업무총괄
-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 업무

전문위원

- 결산 심사 업무 총괄
-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국토위 및
그 밖의 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1)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위원회활동 관련자료 수집·조사·연구
- 소속위원에 대한 안건심의 참고자료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소속 직원 지휘·감독

특별위원회
(2)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 소관 업무 총괄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업무보좌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활동 자료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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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공무원, 특히 전문위원이 법률안의 심사에 있어 미치

는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다.

박재창(1995)은 전문위원의 영향력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위

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사항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쟁

점사항으로 발전하고, 소위원회 심사결과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대로 채

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교한 의사규칙이 준비돼 있지

않은 가운데,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입법관료가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

석에 의존하여 의사(議事)상의 쟁점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위원을 위시한 입법관료의 위원회 심사상의 영향력

은 지대하다고 주장한다.

박현주(1998)의 연구는 ‘검토보고서 활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

용해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조직의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분석한 것

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회의원의 48.8%만이 검토보고서

활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다른 절반은 부정적으로 답하

였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검토보고서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서”(52.3%), “전문적이지 못해서”(47.7%), “중립적이지 못해서”(38.4%) 

등이 꼽혔다고 밝히고 있다.

박천오·윤진훈(2001)은 위원회 공무원 및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위원회 공무원의 전문성과 영향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들 스스로는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의원 보좌진은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다른 주체들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장봉아(2005)는 제16대 국회에서 심의된 법률안 중 13개의 법률안을

추출하여 상임위 대체토론에서의 검토보고서 인용률 및 검토보고서의 수

정안·대안 반영률을 분석하여 입법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공무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대체토론에서의 검토보고서 인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안 반영률이 상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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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비추어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상임위 공무원의 영향력이 상당

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춘엽(2007)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을 논변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법과정이라는 일종의 논쟁과정에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가 개별 이슈에 대한 논쟁에 있어 심판을 위한 상당한 정

보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 심판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서덕교(2011)는 제13대 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의 정부 제출 법률

안 중 ‘공무원 인사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

용에 따른 법률안의 ‘수정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

고 수정의견 비율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수정비율에 5% 유의 수준에서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배용근(2011)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을 대상으로 검토보고서가 위

원회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검토보

고서에 의한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수정률과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반영률을 조사하여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입법조사관의 90.8%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에 동의하였고, 

예산안 및 결산의 경우 83.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정

률 및 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법안의 경우 55.1%, 예산안의 경우 24.5%, 

결산의 경우 50.0%로 나타나 법안, 결산, 예산안의 순서로 검토보고서

의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김민경(2014)은 국회 법률안 통과에 있어서 영향요인을 법률안 통과

에 소요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법안의 특성, 법안처리과정, 정

치 환경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분량이나 긍정 또는

부정 여부가 법률안 통과 시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인데, 정

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경우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많을수록 법률안 통과

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검토보고서의 결론이 부정적일 경우

통과 소요시간을 239일 이상 지연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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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2015)은 제18대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률안

중 212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행정부, 전문위원의 선호가 법률안

채택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비교분석(QCA)을 통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전문위원은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찬반의 선호를 제시

하며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특히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중 박현주(1998)와 박천오·윤진훈(2001)의 연

구는 입법부 공무원, 즉 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 지원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

의 다른 선행연구들은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등

의 결과를 밝히고 있으나, 그 중 정부 제출 법률안을 대상으로 계량적인

데이터 측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것은 서덕교(2011) 뿐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 연구의 대상을 공무원 인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정책 영역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 정책분야별로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카테고리를

한정하지 않고 정부 제출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논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의 최종 채택률을 측정하는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전문위

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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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과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가설

1. 연구의 분석틀과 변수의 설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정부 원안의 채택률에 미치는 영

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

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서 채택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서덕교(2011)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치 구조 성격의 요인으로 정

치체제의 성격, 의회 내 정당의 의석 분포, 제도 성격의 요인으로 제도

적인 입법 보좌역량 및 전문성, 정책 성격의 요인으로 정책의 유형, 그

밖의 환경적 요인 등이 정부 제출 법률안의 수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았다. 제13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제출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정부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 위 연구에서는 정치체제의 성격 및 정

책의 유형을 요인에서 제외하고, 의회 내 의석분포,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역량, 기관 전체로서의 의회에 대한 보좌역량, 환경요인(법률안 제

출·심사시기)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단일 기간 동안 심사된 ‘전 분야’의 정

부 제출 법률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 대신, 정치 구조 및 제도37) 성격 요인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

37) 정광호(2002)의 연구도 입법과정에서 제도적 변수가 의회의 입법활동에 영

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정광호. (2002).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관료제의

관계에 대한 예비적 분석. 의정연구. 8(2): 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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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상임위 위원 정수, 위원장이 여당소속인지 여부), 정책 성격의

요인으로서 정책분야(경제산업, 정치외교행정안보, 교육사회문화환경), 

환경적 요인으로서 법률안의 제출 시기와 정기국회·임시국회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도 법률안 심사 시 국민 여론의 동향, 소관 정부 부처의 협조

또는 커뮤니케이션, 유사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 여부를 정부 원

안 채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신현기(2012)의 연구

는 대통령 공약 법안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대통령 법안의 원안 통과

에는 대통령의 개인적 영향력의 효과가 우세하지만 그 효과는 어디까지

나 입법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됐다고 하는바, 이점을 참고하여

여러 입법환경을 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연구의 분석틀에 관한 위 논의를 반영한 연구 모형을 도식화 하면 다

음 [그림-3]과 같고, 구체적인 변수 설정 이유 및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서 후술한다.

[그림-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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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 원안 채택률’로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채택된 비율을 말한다. 즉, 국회 심사 결과 한 법

률안 내에서 전체 내용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원안이 반영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서덕교(2011)의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삼았

던 “수정률(수정된 조항 수/개정대상 조항 수)”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서, 종속변수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률안

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보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

회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위해 작성

되어 소속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검토보고서를 말한다. 검토보고서는 법

률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및 자체 조사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입법조사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문위원이 최종적으

로 검토하여 완성한다. 검토보고서에는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배경 지

식, 현황 자료, 각계의 의견을 포함하여 입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

토의견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다.38)

본 연구에서는 정부 원안 채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

의 강도(强度)’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를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수정

의견의 강도’라 함은 전문위원이 정부 제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

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얼마나 강한 정도로 검토보고서에 제시했는지를

의미한다. 서덕교(2011)의 연구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수

정의견의 “비율(수정의견 수/심사대상 조문 수)”을 변수로 설정하였는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인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성격’은 ‘해당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지의 여부’와 ‘소속 상임위원의 정수’로

38) 국회사무처. (2015).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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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변수를 설정하기로 한다. 권은실·이영환(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로 법안의 가결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상임위의 특성에 따라 법안의 심의 과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상이하다고 하는바, 이를 참고한 것이다.

위원장 소속의 여야 배분은 국회의 임기 개시 초반 여야 원구성 협상

을 통해 국회 전체 의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위원장

이 여당 소속인지 야당 소속인지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이 채택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른바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여당과 미리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에 대해서는 여당이 적극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지 여부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김서영(2013)의 연구에서도 다수당의 영향력이 강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법안의 법 제·개정 반영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본

바 있다.

한편, ‘위원정수’는 상임위 소속 위원정수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이

수정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수이다. 소속 위원의 수가

많을수록 정부 제출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정의견의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종 채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 성격요인으로서 ‘정책분야’는 법률안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정책의 분야에 따른 분류’39)별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채택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법률안 심의 및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도 있는바,40)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으로 하는 정책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39) 이 방법은 기능적 분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기능에 따라서 정책을 분류

할 경우에 각 정책유형 간에는 정책목표나 실질적인 정책수단의 내용에서 커다

란 차이가 있다고 한다. 남궁근. (2012).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40) 권은실·이영환. (2012). 국회 법안심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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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 채택률의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인 ‘법률안의 제출시기’와 ‘정기·임시국회 여부’

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심사될 당시의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제출시기는 법률안 제출일자가 4년의 제19대 국회 임기

중 몇 년차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 임기 개시 초

반의 이른바 “허니문(honeymoon)” 기간 동안 정부 법률안에 대한 협조

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임기 막바지에는 다

음 국회의원 선거 준비의 영향으로 정부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가 이뤄지기 어려워질 수 있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변수로 설정

하였다. 목진휴(2009), 박기묵(2010)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법률안 제출

시기를 변수로 설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한 것이다. 한편,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법률안

심사에 집중하기 어렵다41)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법률안이 심사·의

결된 때가 정기국회에 해당하는지 임시국회에 해당하는지 또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밖의 변수로서 법률안 심사 시 ‘국민 여론의 동향’은 법률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

다. 국민 여론이 대통령 및 정부에 호의적일수록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

책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분석 시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선행연구 중 유현종(2010)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변화를 변수로 설정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의 통과 건수의 변화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고, 김민경(2014)의 선행연구에서도 정부 제

출 법률안의 심사기간에 대통령 지지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례가 있어 참고하였다.

한편, ‘소관 정부 부처의 협조 또는 커뮤니케이션’은 소관 부처의 ‘지

리적 위치(수도권/지방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는바, 지리적 위치로

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317-341.

41) 최정원. (2001).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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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국회에 대한 설명·설득 및 협조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법률안 심사과정에 있어 소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설명·

설득과 자료협조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사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 여부’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심사

결과 이와 함께 대안으로 통합 의결된 의원 입법이 있었는지를 의미한

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률안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

로 일괄하여 심사되기 때문에 정부 제출 법률안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위 분석틀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심사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①“정부 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

정의견의 강도가 높을수록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낮아진다”

라는 가설을 세우기로 한다.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정부와의 협조가 상대적

으로 원활한 측면이 있다고 예상되는바, 이를 법률안 채택률로써 확인해

보기 위하여 ②“소관 상임위원장의 소속이 여당일 경우 정부 제출 법률

안의 원안 채택률이 높아진다”라는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

세 번째로, 정책 성격요인으로서 정책분야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의

반영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③“정책분야에 따라 정부 제

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달라진다”라는 가설을 세워 분석을 실시하기

로 한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법률안의 제출 시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네

번째 연구가설을 ④“법률안의 제출 연차가 빠를수록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높아진다”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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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위원 영향력이 정책분야 등 다른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⑤“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연차, 위원장 소속, 정책분야 등)의 영향

에 따라 달라진다”를 마지막 가설로 한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구 가설

① 정부 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강도가 높을수록 정부 제출 법률

안의 원안 채택률이 낮아진다.

② 소관 상임위원장의 소속이 여당일 경우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

이 높아진다.

③ 정책분야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달라진다.

④ 법률안의 제출 연차가 빠를수록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높아진다.

⑤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연차, 위원장 소속, 정책분야 등)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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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설계

1. 연구방법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

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2)과 기타 웹 검색을, 데

이터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 측정을 위한 회귀 방정식은 아래

[수식-1]과 같고, 각 변수의 측정 방법은 후술하도록 한다.

[수식-1] 회귀방정식

42) http://likms.assembly.go.kr/bill/

      
      

  정부 원안 채택률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강도
  소관 상임위원장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 정수
  법률안 제출시기
  정기국회 여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소관 부처 수도권 여부
  대안반영폐기 여부
   정책분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교육사회문화환경′분야를 기준으로′경제산업′분야     ′정치행정외교안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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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분야 등에 따른 차이 분석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이 정책분야 등에 따라 달라지

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분야’ 등의 변수를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와 정책분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의 ‘상호작용변수( , )’를 만들어

세 단계에 걸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한 회귀

방정식은 아래 [수식-2]와 같다.

[수식-2] 조절변수 분석을 위한 회귀방정식

또한, 연차나 위원장 소속 등 다른 변수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회귀분

석을 통해 조절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회귀식 ①
           

회귀식②
      

      

  정부 원안 채택률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강도
  소관 상임위원장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 정수
  법률안 제출시기
  정기국회 여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소관 부처 수도권 여부
  대안반영폐기 여부
   정책분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교육사회문화환경′분야를 기준으로′경제산업′분야     ′정치행정외교안보′분야    

회귀식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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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정부 원안 채택률”이다. 즉, 정부가 내부적

절차를 통해 완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당초 내용이 실제 법률로

서 얼마나 채택되었는지를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하였다.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그대로 법률

로 채택된 경우를 “1”, 전혀 채택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법률안이 수정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그 정도를 범주화하여

등간척도와 유사한 방식인 “0.75”, “0.5”, “0.25” 등으로 값을 부여하였

다. 심사 결과 실질적 내용의 수정이 있었던 경우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던 경우가 구별 없이 모두 “수정가결”로 기록되기 때문에 구체적으

로 그 수정 정도를 분석하여 측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43) 이러한

측정의 방식은 C. Ragin(2008)의 퍼지집합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에서 사용하는 자격점수부여 방식을 참고한 것으

로서, 고기동(2015)의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별로 값

을 부여하여 분석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법률안 수정이 이루어진 구

체적인 배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44)의 내용과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설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별

로 채택률의 값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더한 값을 항목 수로 나눈 평균

값을 해당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의 채택률로 하였다. 전문위원은 검토보

고서 작성 시 법률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전문적 식견을 기초로 하나의 법률

안 내에서 각 조문들이 가지는 중요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따라서 이 항

43) 문우진(2010), 신현기(2012) 등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원안가결/수정가

결/대안반영폐기 등으로만 구별하여 측정하였는바,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나

당초 의도대로 법률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따져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44) 국회 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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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한 법률안 안에서 조문별 비중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45)

다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동일 제명의 다른 법률안과 통합되어

대안으로 반영되는 등의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수정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초 정부 제출 법

률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

이 의미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측정 시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정부 원안 채택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수식-3]과 같고, 각

항목에 값을 부여하는 기준은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수식-3] 정부 원안 채택률의 측정

[표-5] 정부 원안 채택률 측정값 부여 기준

45) 한편,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

정의 필요성 또는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별도 목차로 언급하며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별도의 항목으로 보아 측정을 실시하였다.

46)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수정할만한 정도의 수정을 의

최종 결과 값

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채택된 경우
(오탈자 등 단순 자구 수정 포함)

1

원안의 취지는 그대로 채택되었으나, 의미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법률의 체계에 맞게 하기 위한 일부 수정이 있었을 경우46)

0.75

원안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수정이 가해져 채택된 경우
0.5

원안의 취지에서 벗어난 정도로 수정된 경우 0.25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 0

정부 원안 채택률 검토보고서상 항목의 수
각 항목별 부여 값 채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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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교(2011)의 선행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법률안의 ‘수정비율’로 설

정하였는데, 이는 법률안의 전체 ‘심사 대상 조문 수’ 중 ‘수정 조문 수’

의 비율을 백분율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서, 해당 조문이 내용적인 측면

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구가 수정된 것인지 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위와 같이 법률안이 수정된 정도를 세분화하여 값

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변수를 측정하게 될 경우 값을 매기는 기준의

명확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도(reliability)가 떨어진다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표-2]와 같이 최대한 구

체적인 범위에서 값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

여 신뢰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시도했던 방식과도 유사한데,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정책 결정참여자(국회의원, 전문위원, 행정부)의 선호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기동(2015)의 연구에서도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측정을 실시한 바 있다. 위 연구에서는 법률안의 심사

결과 원안 의결된 경우 퍼지값 1.0을, 일부 수정 후 찬성 의결된 경우에

는 0.75를, 찬반 의견으로 인해 의사 결정되지 못한 경우 0.5를, 전반적

으로 반대이나 일부 미미한 내용만 채택한 경우에 0.25를, 전적으로 채

택되지 않은 경우 0.0의 값을 부여하였다.

법률안의 국회 심사결과는 크게 “원안가결”, “수정가결”, “폐기” 정도

로만 기록되지만, 실제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결과를 단순히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선행연구와 같이 단순 수정률로써 심사결

과를 측정하게 되면 양적 분석을 위한 신뢰도 확보는 가능하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져 아예

삭제된 경우와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나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가 구별되지 않는 등 왜곡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안의 수정여부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종속

미한다. 법제사법위원회. (2016). 체계·자구 심사 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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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측정하였는바, 비록 측정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지

만 이를 통해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봄으로써 분석 결과

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예로서, 2014년 6월 25

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5년 7월 24일 수정가결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0995)의 경우 검토보고

서를 기준으로 총 4가지 항목이 있었고, 원안 그대로 채택된 경우(1)와

수정된 경우(0.75, 0.5), 삭제된 경우(0) 등이 혼재되어 최종 채택률은

0.56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다.

그 밖에 나머지 분석 대상 법률안에 대한 정부 원안 채택률의 측정

결과는 [부록]에 모두 게재한다.

[표-6] 종속변수 측정 사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0995)

 - 정부 원안 채택률: (0+0.75+0.5+1)/4 = 0.56 (검토보고서 항목수: 4)

1. 책임운영기관 구분 조항 삭제(안 제2조) - 항목값: 0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는 내용이나, 심사 결과 개정안을 채택하는 대신 현행과 같이 법률

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심 사 결 과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같음)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같음)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

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

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

기관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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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우수 책임운영기관장 근무기간 연장(안 제7조) - 항목값: 0.75

 개정안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심사결과 정부 제출안의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임용요건 통보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의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

정되었다.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

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

분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

기관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조

사․연구,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등 기관의 사

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분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심 사 결 과

제7조(기관장의 채용) 제7조(기관장의 임용)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② 기관장의 채용 요건

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여 행정자

치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 임용 요건 

----------------

----------------

----------------

----------------.

  ② ------- 임용요건 

----------------

----------------

- 인사혁신처장-----

-------------.

  ③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기관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

  ③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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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

에 따른 소속책임운영

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때에는총근무기간

이 5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

기관 평가 결과”라 한

다)가 ------------

----------------

----------------

----------------

----------------

---------.

  <신 설>   ④ 소속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12조 및 제

51조에 따른 소속책

임운영기관의 사업성

과의 평가 결과가 탁

월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

항 후단에 따른 총 근

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

가 결과가---------

----------------

----------------

----------------

----------------

----------------

----------------

----------------

----------------

----------------

----------------

----------------

--------.

  ④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

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⑤ --------------

---- 임용절차, 기관

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

용 및 근무기간 ----

---------------.

  ⑤ --------------

----- 임용절차, 임

용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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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운영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10조) - 항목값: 0.5

 개정안은 기본운영규정 개정시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단순한 사

항의 경우에만 사후 통보를 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 통보 및 예외적 사전

승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현행법에 없던 새로운 통보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 제10조제4항은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개정안 전반의 취지와는 배치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채택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심 사 결 과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

하는 범위에서 소속책

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사전

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

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

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

절차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

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

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

(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

영규정(이하 “기본운영

규정”이라 한다)의 내

용 중 인건비 총액의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②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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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공무원의 종

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소속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

영규정(이하 “기본운

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

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

하는 공무원의 종류

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

행절차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

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정원(定員)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

(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

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기관장은 기본운영규

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한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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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15. 7.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4.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제고(안 제52조) - 항목값: 1

 개정안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그대로 채택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심 사 결 과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 ③ (생

략)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 ③ (개정안

과 같음)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ㆍ행

정자치부장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해당 책임운영기

관 운영에 필요한 행

정상ㆍ재정상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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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의 측정

첫 번째 독립변수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수정의견의 강

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검토보고서의 결론을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하여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 부여 기준을 정한 다음, 종속변수를 측정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설정한 각 항목별로 점

수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더한 점수를 항목수로 나눈 평균치를 해당 법

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의 강도로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수식-4]와 같다.

[수식-4]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의 측정

검토보고서의 결론 유형을 범주화한 점수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정부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거나 입

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1점, 정부 원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한 체계·자구의 수정을 주장하거나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단순히 제시하는 경우 2점, 정부 원안의 당초 취지는 인

정하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3

점, 정부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정도의 수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경우 4점, 정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해당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

우 5점을 부여하였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명

확하게 파악하여 측정하기 위해 각 법률안에 대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참조하였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의 분류 범주에 따라 각 항목별로 부여하는

점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강도 强度  검토보고서상 항목 수
각 항목별 강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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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결론의 분류 범주에 따른

수정의견 강도 점수

48)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한 문제에 관한 법

률안의 경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원안이 반영되는 데 대해 특별히 수정이나 삭제의견을 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점을 부여하였다. 찬성 및 반대의 의견을 각각 대등

하게 적시하고 별다른 결론을 짓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49) 검토보고서 작성 시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나 어떠한 항목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완곡한 표현을 빌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실무적인 경향인바, 이를 5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점 수 검토보고서 결론(예시)

1점

(매우 약함/

원안지지)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타당한 조치로 보여짐”, “바

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의견 없음/판단보류48))”

2점

(약함/문구수정, 

문제점 제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한 의견도 있음(구체적인 수정안

제시 없이 단순 의견 또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제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법문장을 체계

에 맞게 하는 등의 수정의견 등

3점

(보통/취지를

유지하며

수정의견)

“∼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등 수정안 제시, 구체적 대안 제시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있을 정도의 수정)

4점

(강함/취지와

다른 정도의

수정의견)

당초 취지와 다른 정도의 수정의견 제시, 부정적 의견을 주

로 적시하며 결론보류, 사실상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5점

(매우 강함/

삭제의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49)”, “입법의 실익이 없음”, “개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안 제0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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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덕교(2011)의 선행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 ‘수정의견 비율’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논

의된 전체 ‘검토 대상 조문 수’ 중 ‘수정 조문 수’의 비율을 백분율 단위

로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종속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

위원이 내용적인 측면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구

의 수정을 주장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고, 원안에 대해 전적으로 필

요성을 인정하는 의견과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예상

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도의 의견 등을 구별하지 않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 위

와 같이 전문위원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범주화하여 점수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변수를 측정하게 될 경우 점수를 부여하는 기

준이 충분한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도(reliability)

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표-2]

와 같이 검토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나타난 표현의 유형을 최대한 분류하

여 점수부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역시 고기동(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변수 측정을 실시

하였는바, 위 연구에서는 아래 [표-8]과 같이 국회의원, 행정부, 전문위

원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측

정을 실시하였다. 즉, 전문위원이 해당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우에는 퍼지값 1을,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으나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

에는 0.75를,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의견인 경우에는 0.5를, 반

대에 가까운 경우에는 0.25를, 해당 정책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0.0의 값을 부여한 것이다.50)

50) 한편, 이처럼 고기동(2015)의 연구에서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과정 참

여자의 의견을 크게 ‘찬성(1)’과 ‘반대(0)’로 나누고,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

은 경우를 ‘중립 의견’으로 보아 0.5의 값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률안 심사 시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

회의원의 고유 권한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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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행연구 사례(정책결정참여자의 의사표시와 퍼지값 환산51))

또는 ‘반대’의 결론을 낸다기보다 원안 그대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수정이나 삭

제가 필요한지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분석하기보다, 앞서 제시한 [표-7]의 기준과 같이 전문위원의 의견이 원안에

이견이 없다는 것인지 또는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기로 한다.

51) 고기동. (2015).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입법화 과정의 질적비교분석(QCA): 

국회의원·행정부·전문위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퍼지값 의사결정자 의견(예시) 심사 결과

1.00

(찬성)

-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안 의결

0.75

(수정 찬성)

- 찬성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 전체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부 내

용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수정 후

의결

0.50

(중립 의견)

- 계속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 정책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도 반대도 없습니다.

계속 심사

0.25

(대체로 반대)

-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만, 발의자의 입

장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일부 내용은

반영해도 됩니다.

- 예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지의 일부분만 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반대, 

일부 내용 반영

0.00

(반대)

- 당 차원에서 반대합니다.

-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현행 유지가 좋습니다.

- 개정의 실익과 필요성이 없습니다.

폐기 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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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법률안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심사

에 필요한 정보 및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담기는데, 이를 수정의견

의 유무로 단순화시켜 분류하기에는 검토의견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

타난다. 그런데 선행연구와 같이 단순 수정률로써 독립변수를 측정하는

경우 양적 분석을 위한 신뢰도 확보는 가능하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의 일부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당성은 인정

되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

별되지 않는 등 왜곡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결론을 세분화하여 독립

변수로 측정하였는바, 비록 측정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지

만 이를 통해 전문위원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따져봄으로

써 분석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독립변수 측정 사례를 두 가지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2015년 9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832)의 경우 전문위원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두 가

지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없이 원안이 타당하다는 의견(각 1점)을

제시하였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2

점)과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3점)을 각각 한 항목씩 제시하

여 수정의견 강도는 1.75점으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로, 2012년 8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1901300)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

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5점)과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2점)을 제시하여 그 강도는 3.5점으로 측

정되었다. 

이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9] 및 [표-10]과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분석 대상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의 측

정 결과는 [부록]에 모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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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독립변수 측정 사례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832)

 -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 (1+2+3+1)/4 = 1.75 (검토보고서 항목수: 4)

1.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 변경(안 제5조) - 강도: 1

 개정안은 종전에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던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고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현행의) 경우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이 소음대책사업 시행주체인 공

항시설관리자가 시행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에게 소음영향

도 조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확

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공항소음영향도 조사

의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봄.”

2.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 - 강도: 2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냉방

시설 전기료를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내

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명확한 규정을 위해 문구를 일부 수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

“현행은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설치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냉방시설 가동용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세대 역시 동일

지역 내의 소음피해 대상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봄.

다만, 개정안 제8조제1항제3호는 “학교 및 주민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

기료 일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경우 주민이 이용하는 모든 냉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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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상 청구 대상지역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안 제11조 및 제12조) - 강도: 3

 개정안은 손실보상 청구 대상 지역과 토지매수 청구 대상 토지 범위를 확

대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은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안과 같

이 구역을 구분하여 이전보상 방법을 달리하기보다는 구역의 구분 없이 일

정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주 지원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제2종 및 제3종 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민에 대해

비소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고, 토지매수청구권 역시 제2종 및 제3종 구

역으로 확대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문

제를 해소하고, 소음지역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으므로 필요한 규정으로 봄.

다만, 개정안 제11조제2항과 같이 제1종 및 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으

로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 이전보상을 하기 보다는, 각 구역 주민들이 제3

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수정의견과 같은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지역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손
실
보
상

철
거

․제1종 구역
․제1종․제2종․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개정안과 동일

이
전

․제1종 구역
→ 제2종 구
역 밖의 지역

․제1종․제2종 → 제2종
구역 밖의 지역

․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 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구역밖의지역

․제1종․제2종․부령
으로 정하는 제3

종 구역* → 부령
으로 정하는 제3

종 구역 밖의 지역

토지매수 ․제1종 구역
․제1종․제2종․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개정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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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독립변수 측정 사례 ②(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53))

52) 2015. 11.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53) 2012. 11.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300)

 -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 (5+2)/2 = 3.5 (검토보고서 항목수: 2)

1. 궤도사업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 - 강도: 5

 개정안은 궤도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

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궤도사

업의 특성상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궤도사업 허가는 자연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권

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는

분야임.

또한 현재 허가받은 궤도사업 중 63%가 삭도시설(케이블카)이며, 삭도

의 특성 상 대부분이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및 경관

4.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 명확화(안 제18조 및 제19조) - 강도: 1

 개정안은 사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돼있던 사업시행주체를 시장·군

수·구청장으로 단일화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현재 주민복지․문화․체육 및 공동 영농․소득증대시설 설치비의 75% 이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대표 등으로 시행주

체를 달리 정하는 경우 주민 간 이해상충, 무분별한 사업시행 및 정산

오류, 25% 이상의 매칭비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개정안 제19조에 따라 시설관리자 등의 직접 시행 및 사업비 매

칭 예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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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은 분야임. 

특히 2010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웠으며, 지난 2012년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삭도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 7곳 중 6곳에 대하여 부적절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현재 궤도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삭도시설 2개, 모노레

일 2개)에 불과하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궤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방침이라는 명분

에만 따라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를 궤도사업에 그대로 도입하려는 이

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전용궤도의 승인권자 변경(안 제5조) - 강도: 2

 개정안은 국립공원 등에서 운용하는 전용궤도에 대한 승인권자를 현행 시

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립공원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승인권자를 누

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시

하였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등의 경우 여러

기초지자체에 걸쳐있어 현행법과 같이 기초지자체에 승인권을 부여하는

경우 전용궤도의 난개발이 우려됨.

또한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전용궤도를 설치하는 경우 광역지

자체장이 상수원 보호 등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 기초지자체간의 쟁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국립공원등에서의 전용궤도 승인권자를 국립공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특별시장 또

는 광역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립공원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승인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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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독립변수인 소관 상임위원장의 소속은 국회 홈페이지54)에 게

시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확인하여 법률안의 의

결일자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제19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개원 당시

에는 제18대 국회와 동일하였으나, 2013.3.22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부 재편이 이뤄졌고55), 이것이 임기만료시까지 변동 없이 이어졌다.  

제19대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2012

년 7월경 타결되어, 여야 동수로 8개씩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인 위원장의 여야 소속은 아래 [표-11]과 같다.

54) http://www.assembly.go.kr/ “위원회 공지” 참조.

5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서로 소관을 일부

맞바꾸면서 각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편되었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는 ‘통상’ 분야의 소관이 변

경되면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재편되었으며, ‘국토해양위

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해양’ 분야의 소관 변경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재편되었다. 그 밖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

행정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정 「국회법」의 시행일은 2013.3.23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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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및 위원장 소속

56) 2016년 3월 당시 안전행정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탈당하여 더불

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안전행정위원장의 소속이 야당으로 바뀌었으나, 진영 의

원이 안전행정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잔여 임기 동안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여당 소속으로

상 임 위 원 회
위원장
소 속

     위 원 정 수 * 빈칸은 좌측과 동일

2013.3.23 4.11 7.1 2014.7.15

국회운영위원회 여 28인 - - -

법제사법위원회 야 16인 - - -

정무위원회 여 24인 - - -

기획재정위원회 여 26인 -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 28인 24인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 26인 30인 - -

외교통일위원회 여 26인 - 24인 23인

국방위원회 여 17인 - - -

안전행정위원회 여56) 22인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 19인 -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 28인 - 30인 -

보건복지위원회 야 21인 - - -

환경노동위원회 야 15인 - - 16인

국토교통위원회 야 31인 - - -

정보위원회 여57) 12인 - - -

여성가족위원회 야 16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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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독립변수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법」 제38조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정수를 말하는데, 2013.3.22 「국회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4.11, 7.1, 2014.7.15 세 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는바, 위원정수의 측정

또한 해당 법률안의 의결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별 위원 정수는 위 [표-11]에 표시하였다.

넷째로, 정책분야는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경제산업”, “정치행정외교안보”, “교육사회문화환경”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회사무처가 상임위원회를 분야별로 나누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이 기준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정책분야별 상임위원회 분류 기준

보고 측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57) 2016년 3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탈당하면서 위원

장이 공석이 되었으나,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없었는바, 위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였다.

분 야 상 임 위 원 회

경제산업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치행정외교안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사회문화환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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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제출시기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준으

로 크게 1∼4년차의 네 시기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법률안 심사 당시 정

기국회였는지 임시국회였는지 여부는 법률안의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측

정하였다.

한편, 법률안 제출 당시 국정수행 지지도는 사회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리서치앤리서치(Research&Research)”에서 조사하여 공개한 자료

를 통해 측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2012년∼2015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58)

마지막으로, 소관 부처의 위치(수도권 여부)는 (舊)안전행정부의 정부

청사 이전계획59)을 참고자료로 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60)에 안

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58) ㈜리서치앤리서치(R&R). http://w3.randr.co.kr/ 자료 재구성.

59) 안전행정부. (2014).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축 세종시로 이동: 안행부, 정부세

종청사 2단계 입주식 개최. 보도자료.

60)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hungs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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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와 해석

제 1 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 분석

1. 분석결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는 아래 [표-13]∼[표-19]과 같고, 이들 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한 결과는 아래 [표-20]과 같다.

[표-13] 정부 원안 채택률, 수정의견 강도, 위원정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등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정부 원안 채택률 185 0.19 1.00 0.8251 0.18372

수정의견 강도 185 1.00 3.67 1.6719 0.64334

위원정수 185 15 31 22.80 5.214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185 26.7 72.3 44.446 13.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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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위원장 소속별 법률안 수

[표-15] 정책분야별 법률안 수

[표-16] 제출 연차별 법률안 수

[표-17] 정기국회/임시국회별 법률안 수

[표-18] 소관 부처의 수도권 여부별 법률안 수

[표-19] 대안반영 여부에 따른 법률안 수

정기국회(=1) 임시국회(=0) 계

42건 143건 185건

대안반영폐기(=1) 원안·수정가결(=0) 계

97건 88건 185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61건 37건 59건 28건 185건

여당 소속(=1) 야당 소속(=0) 계

79건 106건 185건

경제산업 정치행정외교안보 교육사회문화환경 계

82건 50건 53건 185건

지방(=1) 수도권(=0) 계

88건 97건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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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정부 원안 채택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62 .072 14.738*** .000

수정의견 강도 -.193 .017 -.675 -11.628*** .000

위원장 소속 .027 .023 .072 1.159 .248

위원정수 .002 .002 .046 .671 .503

법률안 제출 연차 -.005 .011 -.032 -.504 .615

정기국회 여부 -.018 .026 -.042 -.716 .475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000 .001 .020 .332 .741

소관 부처
수도권 여부

.014 .022 .037 .631 .529

대안반영 여부 -.028 .022 -.078 -1.304 .194

경제산업 .071 .028 .193 2.533** .012

정치행정외교안보 .066 .032 .163 2.065** .040

R제곱: 0.459, 수정된R제곱: 0.428, Durbin-Watson값: 2.277

F값: 14.764 유의확률: 0.00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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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정의견 강도’의 변수가 유의확률

0.000로 종속변수에 음(-)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분야 별로 정부 원안 채택률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더미변수 또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바(p<0.05), “경제산업” 분야

와 “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가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의 경우에 비해

정부 원안 채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률안이 제출된 연차(시기)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성격을 의미

하는 위원정수 및 위원장의 소속,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정기국회 여

부, 대안반영 여부, 소관 부처의 수도권 소재 여부 등 기타 변수들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와 정부 원안 채택률 간의 산점도

그래프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수정강도 및 채택률 간 산점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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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의 해석

우선, 위 회귀분석의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담긴 정부 제출 법

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의 강도는 정부 원안의 채택률에 대해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가설 ①“정부 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

정의견의 강도가 높을수록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낮아진다”

를 채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강하게 제시할

수록 원안에 비해 많은 수정이 가해진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

고서를 통해 제시하는 의견이 해당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

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61)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정부 제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채택되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수정의견의 강도가 높을수록 그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낮아지게 되는

영향을 준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법률안

중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정(안)조문대비표 그대로 법

률에 반영된 경우도 상당 수 찾아볼 수 있었는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62)

이와 같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은 전문위원이 다년간 법제

업무를 경험63)함으로써 입법과정상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과

61) 회귀분석 결과값에 따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 강도가 1 올라

가면 정부 제출 법률안의 채택률이 0.193만큼(19.3%P)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2) 예를 들어 2013.6.27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172)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년원 내 CCTV 설

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 제14조의3은, 인권침해 방지규정을 구체화

하고 설치·운영 필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조문대비표와 동일하게 수정되어 법률에 반영되었다. 그 밖에도 분석

중에 이와 같은 사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63) 상임위 전문위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법고시(5급 공채)나 8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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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유지하여 객관성을 추구한다

는 점, 그리고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법률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

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수집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국회의원의 시

간적 제약을 보완한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김

춘엽, 2006)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은 ① 전문성 확보, ② 

정치적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③ 효율성 확보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하

여,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64)

이에 대해서는 법률안 별로 채택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전문위원

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안마다 그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달리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법제처 심사를 비롯한 정부 내의 수많은 절차를 통

해 정책 내용과 법률안의 형식 등 제반 부분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이뤄

진 후에야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65) 법률안의 수준(quality)이 채택률에

대한 제3의 설명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정부 제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은 모두 동일하다고 본 것이고, 다만 법률안에 담겨있는 정책

내용에만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참

고자료가 되며 전문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 다수 선

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입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입법조사관, 입법심의관 등

십수년 간의 법제업무 경험을 쌓은 뒤에 임명되는 직위로서, 입법과정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4) 김춘엽. (2006). 변론모형을 통해 본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에 관

한 고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5) 의원발의 입법과 달리 정부 제출 입법은 부처협의 절차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규제심사 등 다양한 평가를 거친 후에야 법제처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법제처 심사에 있어서는 상위법 및 다른 법안과의 모순관계, 관계기

관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하고 있다. 이상현. (2016). 의원발

의 법률안의 중복발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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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정부 법률안의 원안 채

택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재창(1995)의 연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상의 대

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

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결과 얻어진 소위원회의 수정내용의

구성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처럼,66)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입법과정 안에서의 절차적 전문성 외

에도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 능력을 기초로 ‘정책지원기능’을 충실

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을 살펴보면, 위원장 소속의 변수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의 유의확률이 0.248로서, 가설 ②“소관

상임위원장의 소속이 여당일 경우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높

아진다”는 채택할 수 없다. 즉, 위 회귀분석 결과로는 소관 상임위원장

이 여당 소속인지 야당 소속인지에 따라 정부 원안의 채택률이 유의미하

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당이 국회 과반

수를 차지하는 단점정부의 경우 법안의 국회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점 또는 분점정부인지 여

부와 국회통과와는 통계적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유현종

(201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를 통해 분석

한 결과인 아래 [표-21]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

정부 원안 채택률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다수당의 영향력이 강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법안의

법 제·개정 반영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김서영(2013)의 연구도 일응 수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66) 박재창. (1995). 한국의회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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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위원장 소속에 따른 정부 원안 채택률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세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정책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사회문화환

경”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경제산업”과 “정치행정외교안보”의 더미변

수가 정부 원안 채택률에 대하여 모두 양(+)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③“정책분야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달라진다”는 채택할 수 있고, “경제산업” 분야, “정치행

정외교안보” 분야,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의 순서로 정부 제출 법률안

의 내용이 더욱 잘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가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에 비해 “경제산업”이나 “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에 대하여 행정부

의 정책적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하는 한편, “교육사회문화환

경” 분야의 경우에는 개인의 개별적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양하고 관심이

나 이슈 정도가 높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상

대적으로 많았던 것에 기인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67)

대표적으로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정치적·이념적으

로 첨예하고 이슈가 다양한 법률안 심사가 많아 회의 자체가 파행되는

67) 해당 분야 상임위에 근무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도 “교육사회문

화환경” 분야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는 이념적 대립이 상대적으로 강한 측면이

있고, 다른 분야의 경우와 달리 상임위원마다 개별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종속변수=채택률 N 평 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여당 소속 79 0.8503 0.15155

1.686* 0.094

야당 소속 106 0.8064 0.2031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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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고,68)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노동개혁” 등과 관련하여 가치

관의 대립이나 다양한 의견제시가 많아 정부 의도대로 법률안 처리를 추

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69)

네 번째 가설인 ④“법률안의 제출 연차가 빠를수록 정부 제출 법률안

의 원안 채택률이 높아진다”의 경우, 법률안 제출 연차 변수가 종속변수

에 대해 미치는 음(-)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

다. 따라서 법률안이 제출된 시기는 정부 원안 채택률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8) 뉴스1. (2015. 2. 9). “교문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논란에 파행” 

등 기사 참조.

69) 뉴스1. (2016. 6. 16). “법안소위 복수화, 국회를 바꿀 수 있을까…막힌 활

로 뚫을 듯” 등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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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분야 등에 따른 차이 분석

1. 분석결과

정책분야 등에 따른 전문위원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정책분야를 조

절변수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정책분야를 조절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수정의견 강도’ 변

수만 포함된 모형1(0.436), 정책분야 변수를 포함한 모형2(0.459),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3(0.475) 순서로 R제곱의 값이 증

가하였고, 모형1에서 모형2로의 F값 변화량은 유의확률 5%에서, 모형2

에서 모형3으로의 F값 변화량은 유의확률 10%에서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660 .436 .410 .14109 .436 17.000*** 8 176 .000

2 .678 .459 .428 .13896 .023 3.720** 2 174 .026

3 .689 .475 .438 .13772 .016 2.562* 2 172 .080

Durbin-Watson값: 2.277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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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상호작용항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정부 원안 채택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03 .086 12.828*** .000

수정의견 강도 -.218 .033 -.763 -6.638*** .000

위원장 소속 .027 .023 .072 1.168 .244

위원정수 .002 .002 .044 .646 .519

법률안 제출 연차 -.008 .011 -.045 -.696 .488

정기국회 여부 -.023 .026 -.053 -.914 .362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000 .001 .034 .551 .582

소관 부처
수도권 여부

.011 .021 .030 .504 .615

대안반영 여부 -.030 .022 -.083 -1.403 .162

경제산업 .069 .028 .188 2.465** .015

정치행정외교안보 .063 .032 .156 1.973* .050

수정의견강도
X 경제산업

.061 .040 .150 1.534 .127

수정의견강도
X 정치행정외교안보

-.021 .045 -.037 -.463 .64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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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호작용항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

[표-2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 변수와 각 정

책분야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유

의확률 0.127, 0.644).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나씩의 정책분야 더미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24]∼

[표-26]과 같다. 

[표-24] 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25]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660 .436 .410 .14109 .436 17.000*** 8 176 .000

2 .663 .439 .410 .14109 .003 .992 1 175 .321

3 .671 .451 .419 .14004 .011 3.634* 1 174 .058

Durbin-Watson값: 2.276

***: p<0.01, **: p<0.05, *: p<0.1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660 .436 .410 .14109 .436 17.000*** 8 176 .000

2 .677 .459 .431 .13857 .023 7.454*** 1 175 .007

3 .679 .461 .430 .13867 .002 .744 1 174 .390

Durbin-Watson값: 2.27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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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경제산업 분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각각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24]의 “정치행정외교

안보” 변수와 [표-25]의 “교육사회문화환경” 변수는 F값 변화량의 유의

확률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표-26]의 “경제산업” 변수는 모

형1에서 모형2로의 F값 변화량은 유의확률 10%에서, 모형2에서 모형3

으로의 F값 변화량은 유의확률 5%에서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산업” 분야 더미변수와 그 상호작용항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 x 경제산업 분야 더미변수) 변수만을 포함하여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27]과 같다.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660 .436 .410 .14109 .436 17.000*** 8 176 .000

2 .668 .446 .417 .14024 .010 3.119* 1 175 .079

3 .679 .461 .430 .13874 .015 4.824** 1 174 .029

Durbin-Watson값: 2.31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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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경제산업 분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정부 원안 채택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61 .074 15.595*** .000

수정의견 강도 -.227 .023 -.797 -9.779*** .000

위원장 소속 .045 .021 .121 2.121** .035

위원정수 .000 .002 .009 .132 .895

법률안 제출 연차 -.009 .011 -.054 -.843 .400

정기국회 여부 -.016 .025 -.037 -.640 .523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001 .001 .059 .981 .328

소관 부처
수도권 여부

.005 .021 .014 .237 .813

대안반영 여부 -.034 .022 -.094 -1.587 .114

경제산업 .044 .025 .120 1.777* .077

수정의견강도
X 경제산업

.072 .033 .176 2.196** .02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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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 변수가 유의확률

0.029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는바, 정책분야 중에서도 “경제산업” 분

야 변수의 경우에만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 변수와 정부 원안 채택률

변수 사이의 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상호작용 변수 외에도 “경제산업” 분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또

한 유의확률 1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조절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적 의미의 조절변수(pure moderator)는 조절변수와 독립·종속변

수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조절변수가 독립·종속변수

사이의 조절효과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조절변수 자체가 종속변수에 영

향을 주는 경우에는 “유사조절변수(quasi-moderator)”라고 할 수 있

다.70) 다시 말해, 곱모형에서 상호작용항만 유의적이라면 순수 조절변수

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과 조절변수가 둘 다 유의적이라면 유사조절

변수인 것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책분야” 변수는 그 자체로 원안 채택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 강도가 원안

채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하는 조절변수로서의 영향도 가지고 있

다. 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난 수정의견 강도라는 독립변수와 정

부 원안 채택률이라는 종속변수 사이에 정책분야 변수(특히 경제산업 분

야)가 “유사조절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변수는 조절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70) S. Sharma, R. M. Durand & O. Gur-Arie. (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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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의 해석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특히 “경제산업” 분야) 변

수를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와 정부 제출 법률안 채택률 사이의 (유사)

조절변수로 볼 수 있었다. 즉, 정책분야별로 전문위원의 영향력에 차이

가 있다는 것으로서, 가설 ⑤“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연차, 위원장 소속, 정책분야

등)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책분야”의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채택할 수 있다.

각 정책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을 그래

프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정책분야별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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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정치행정외교안보” 분

야 및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에 비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낮고 전반적

으로 그래프 쪽으로 상대적으로 덜 집중된 분포를 보이는데, 이러한 점

에서 볼 때 “경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이

다른 분야의 경우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채택률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표-28]에

따르면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

도와 정부 원안 채택률 간 상관계수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8] 정책분야별 수정의견 강도와 정부 원안 채택률 간 상관계수

한편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의 분야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

해 살펴본 결과, 아래 [표-29]의 결과와 같이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 분야에서 정부 원안 채택률이 더 높게 나

타났다는 것은, “경제산업” 분야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의

견에 비해 정부의 의견에 대해 비중을 더욱 크게 두고 있다는 해석을 가

능하게 한다.

구 분 N 피어슨 상관계수 유의확률

경제산업 82 -0.560*** 0.000

정치행정외교안보 53 -0.834*** 0.000

교육사회문화환경 50 -0.669*** 0.00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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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의 경제산업 분야와 기타 분야 간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이처럼 “경제산업” 분야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이 다

른 분야의 경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회의원들

이 “경제산업” 분야에 있어 전문위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낮

게 인식하고 있거나, “경제산업” 분야를 소관으로 하는 정부부처의 입김

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강하게 작용해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정부측 의

견을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71)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의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여 주로 선수(選數)가 높은 의원들이나 경제

관료 출신 등으로서 “경제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의원들이 보

임하는 경우가 많다.72) 이러한 의원들의 경우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71) 해당 분야 상임위에 근무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산업” 분야 상임위원

회는 다선(多選) 의원 및 경제·산업 관료 출신 의원이 많이 배치되는 편이어서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72) 실제로 대표적 “경제산업” 분야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우

2017년 기준 상임위원 평균 선수가 2.46선(選),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는 평

균 2.16선에 달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 선수 2.14선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고, “환경노동위원회”의 평균 선수인 1.31선이나 “여성가족위원회”의 평

균 선수인 1.18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다선 의원의 “경제산업” 상임

위 선호 현상을 추정해볼 수 있다. 

종속변수=

수정의견 강도
N 평 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경제산업 분야 82 1.8071 .66838

2.590** 0.010

기타 분야 103 1.5643 .6045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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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전문성이나 그간 축적해온 경력과 경험을 기초로 전문위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경제산업” 분야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정부 원안 채택률이 다른 분야

에 비해 높게 나타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전문위원의 영향력에 비해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개인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일 가능성 등 여러 이유를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

문위원 개개인의 경력이나 전공 등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바, 이

러한 추정은 구체적인 후속 연구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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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이상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정부 제출 법률안

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채택되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의

최종 채택률을 측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심사된 정부 제출 법률안 중 총 185건

의 법률안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분석하였고, 법률안의 채

택률을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 강도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단순 수정률로 변

수측정을 실시한 것과 달리, 법률안의 수정여부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결론을 범주화하여 독립변수로 측정

하였다. 이 경우 비록 측정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지만 이

를 통해 법률안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

봄으로써 분석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 밖에도 소관 상임위원장의 소속(여당/야당)과 위원정수, 법률안 제

출시기, 국민여론, 유사 의원입법 여부, 정기국회/임시국회 여부, 소관부

처 협조, 법률안의 정책분야 등을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

분석”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회귀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확률 0.000에서 전문위원 검토보

고의 수정의견 강도가 정부 원안의 채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강하게 제시할수록 법률안이

더 많이 수정되어 한 법률안 내에서 원안대로 채택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는 의견이

해당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 78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영향력은 전문위원의 ① 전문성 확보, ② 정

치적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③ 효율성 확보에 그 근원이 있다.

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전문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 다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정부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상임위원회

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입법과정 안에서의 절차적 전문성 외에도 각 분

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 능력을 기초로 ‘정책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책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의 경우보다 “경

제산업” 및 “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의 경우에 정부 원안 채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가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경제산

업”이나 “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행정부의 정책적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하는 한편,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개인의 개별적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양한 등의 이유로 법률안 심사과정

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유독 이 분야의 상임위원회가 이념대립 등

으로 인해 자주 파행을 겪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 변수를 전문위원

수정의견 강도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채택률 사이의 (유사)조절변수로

볼 수 있었다. 즉, 정책분야별로 전문위원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산업” 분야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영향력은

“교육사회문화환경” 분야와 “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의 경우에 비해 낮

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정책분야별 수정의견의 강도와 채택률 간 상관관계를 비교해본

결과 다른 분야에 비해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상관도가 낮게 나타난다

는 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바, “경제산업” 분야 법률안 심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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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비해 정부의 의견에 비중을 더욱 크게 두고 있

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또한,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경제산업” 분야

에 대해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더 강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정부 원안 채택률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위원의 정책적 전문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

이 상대적으로 낮았거나, “경제산업” 분야 정부부처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산업” 분야 상임위원회의

경우 다선(多選) 국회의원의 선호가 높고 경제산업 관료 출신 의원이 자

주 배치돼 상대적으로 전문위원 의존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고, 기획재정

부와 같이 예산편성·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입김이 다른 부처

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서덕교(2011)의 연구에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률안”의 영

역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서 전문

위원의 영향력은 전 분야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영향력은

정책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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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중요

한 참고자료가 되며 전문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 다

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정부 법률안의 원

안 채택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입법과정 안

에서의 절차적 전문성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 능력을 기초

로 ‘정책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년간의

법제업무를 바탕으로 축적한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의 정치적 중립성 및 객관성, 그리고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국회의원의 시간적 제약을 보

완한다는 점은 그러한 정책지원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가 정치적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일반적

인식은 과거 성숙하지 못했던 정치과정으로 인해 고정된 관념에서 비롯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제도화된 행정국가”의 틀 속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우위를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책적

사안에 관련된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국회는 정책에 대한 전문적 심사보다는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른 정쟁만을 일삼는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우위 현상과 그에 따른 정부주도 입법 시스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법률안 심

사’라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입법부 관료라는 정치적 중립73)의 위

치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평가는 국

회의 구성과 기능을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73) 「국회법」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

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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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에도 국회 소속 여러 지원기관이 입법 및 예

산안 심사 등 국회 전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

회의 정책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회의 입법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면서도 일련의 정책적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과정이 정책적 판단 대신 정쟁으로만

대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참여자로서 정

책적 판단을 수행하는 국회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74)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부도 그 동안 국회에 대해 견지해왔던 인식

을 바꾸고, 국회를 정책결정의 파트너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화된 행정국가”의 틀 속에서

정부가 강력한 입법 주도권을 보유하여 국회의 본래적 권한인 입법권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적어도 공동행사 하는 현상을 극복할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또한 무엇보다도 입법에 있어 그 본연의 수비범위를 확보해나가

는 데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75) 국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만

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정책적 영향력은 특정 정

책분야(“경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74) 고기동(2015)의 연구에서도, 사례에 따라 국회가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대

안을 제시하는 등 의제변형 능력을 보이고 있기에, 국회가 단순히 정책 주변인

으로 머물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고기동. (2015). 정책유

형에 따른 정책 입법화 과정의 질적비교분석(QCA): 국회의원·행정부·전문위원

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5) 홍준형. (2008).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의

회입법권자의 본래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라고 한다. 국회의 입법보좌기능을 살리고 입법을 위한 정책학 및 법학적 지식

과 방법론을 공급하며 의회행정을 규율하는 의회행정법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향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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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분야를 소관으로 하는 정부부처의 입김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강하게 작용해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정부측 의견을 잘 수용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경제산업” 분

야에 있어 전문위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전문위원

의 정책적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 상황은 앞

으로 극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국회 전문위원 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76)에서는 검토시간과 인력의 부

족문제,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행정부와의 자료 비대

칭성 등으로 인하여 전문위원의 정책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77) 이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정책적 역할을 저해하는 결정적 한

계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전문위원 제도의 보완방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전문위원이 한 위

원회에 근무하는 기간을 현행에 비해 늘리는 방안을 비롯하여,78) 전문위

원 등 입법지원인력의 가치 효율적 재분배,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 행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79)

76) 배용근. (2011).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요인과 발전

방안: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6(1): 107-133. 등

77) 김동원·고명철의 연구(2013)에서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으로 전문성과 중재조정능력

을 우선시 하고 있었으며, 직렬 및 입직경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입법전문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

석전문위원 임용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동원·고명

철. (2013). 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전문성 확보방안: 국회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 29-50.

78) 김병섭·오시영·이한우. (2005). 독일의 입법지원조직과 전문성. 의정연구. 

10(1): 167-197.

79) 전하리. (2012).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및 역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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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

고 있는 입법부의 정책적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

선을 통해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80) 국회의 정책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따른 입법부 본래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81) 

80) 서덕교. (2011). 정부 제출 법률안의 심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

분석: 공무원 인사 관계 법률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전문위원 등 보좌조직의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또한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81) 홍준형. (2008).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84 -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 분야의 정부 제출 법률안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분야에 따른 원안 채택률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 종속변수 측정시 기계적인 수정률을 측정하는 대신 실질적

인 정부 원안의 채택률을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범주화 하여 세부적으로 독립변수

로 측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분야의 차

이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해당 법률안에 대한 관련 이익단체의 입장이나, 정당과 관련된

변수 등 법률안 심사 과정에 미치는 기타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의원발의 법률안과 그 밖에 예산안82) 및 결산 등에 대해서

는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한계점이 될 것인바,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82)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법률안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원회의 소속 위원들에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을 제시하고, 심사와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

행되도록 한다. 김춘순. (2014).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학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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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분석 대상 법률안(총 185건) 목록 및 수정강도/채택률 측정 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소관부처 상임위 항목수
수정의견

강도
채택률

1900087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6-112013-12-10대안반영폐기 교육부 교문위 3 2.67 0.33 

1900611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7-102013-07-02 수정가결 금융위원회 정무위 15 2.27 0.82 

1900758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7-192014-04-29대안반영폐기고용노동부 환노위 13 2.31 0.63 

19007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07-202012-11-22대안반영폐기금융위원회 정무위 9 1.67 0.89 

1900811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7-232012-11-22대안반영폐기 통계청 기재위 8 1.88 0.81 

1900853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7-242013-04-29 수정가결
미래창조
과학부

미방위 6 2.00 0.92 

190089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7-272013-04-29 원안가결
교육과학
기술부

교문위 1 1.00 1.00 

1900949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7-302013-07-02 수정가결 국가보훈처 정무위 2 3.00 0.75 

1900956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7-312013-04-30 수정가결 법무부 법사위 2 2.50 0.75 

1901143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132013-03-05 원안가결 법무부 법사위 1 1.00 1.00 

1901161 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142012-09-27 수정가결 소방방재청 안행위 1 2.00 0.75 

190117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

2012-08-142013-06-27 수정가결 법무부 법사위 9 2.33 0.67 

1901228 농어촌도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202013-04-29 원안가결 행정안전부 안행위 1 1.00 1.00 

190125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222014-05-02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
위원회

미방위 8 2.13 0.81 

1901269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08-222012-11-22 원안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2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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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7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242013-02-26 수정가결 여성가족부 여성위 4 1.25 

1901300 궤도운송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242013-02-26 수정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2 3.50 

1901301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242013-02-26 원안가결 국방부 국방위 1 1.00 

1901362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282012-09-27 수정가결 행정안전부 안행위 4 1.50 

1901384 철도건설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8-292013-02-26 원안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3 1.00 

1901532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042013-04-29 수정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5 1.80 

1901635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072014-05-02대안반영폐기국민안전처 안행위 1 1.00 

1901809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142013-01-01 수정가결 환경부 환노위 2 2.50 

190181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일부개
정법률안

2012-09-142013-06-25 수정가결 환경부 환노위 3 1.67 

19018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09-142013-07-02 원안가결 환경부 환노위 3 1.33 

1901856 사도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182012-11-22 수정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7 1.00 

1901863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2012-09-192013-04-29 수정가결 국토해양부농해수위 1 3.00 

1901936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242013-04-29 수정가결 국토해양부농해수위 1 2.00 

190202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272014-12-29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부 복지위 5 1.80 

1902063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282013-02-26 원안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3 2.00 

1902065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282013-01-01 수정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3 2.33 

1902066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282013-01-01 원안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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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7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
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09-282013-01-01 수정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1 2.00 0.75 

1902083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282013-01-01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6 3.00 1.00 

1902084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09-282013-01-01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3 2.33 0.92 

190216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0-092013-06-25 원안가결 환경부 환노위 1 1.00 1.00 

1902165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092013-12-19 수정가결 국토해양부농해수위 4 2.00 0.50 

1902172 해양과학조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092013-07-02 수정가결 국토해양부농해수위 7 1.29 0.93 

190218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2-10-102012-11-22 수정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2 2.00 0.75 

1902228 경관법전부개정법률안 2012-10-182013-06-27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부 국토위 5 2.20 0.80 

1902230 2015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안 2012-10-182012-11-22 수정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9 1.89 0.81 

1902234 한국석유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192012-11-22 원안가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1 2.00 1.00 

19022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10-222012-11-22 수정가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4 2.25 0.50 

1902465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1-072014-04-16대안반영폐기 국방부 국방위 9 3.56 0.25 

1902639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1-192013-12-31 수정가결 고용노동부 환노위 5 2.00 0.75 

190268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1-212013-12-19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부 안행위 4 1.25 1.00 

1902922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052013-12-26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6 1.00 0.83 

1902987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072013-06-27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
식품부

복지위 8 1.25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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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87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132014-02-28대안반영폐기고용노동부 환노위 4 2.25 

19031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

2012-12-202013-06-25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부 국토위 7 1.57 

190311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2-212013-12-31 수정가결 환경부 환노위 14 2.00 

190314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282013-06-25 수정가결 지식경제부 산업위 7 1.86 

190315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282013-06-27 수정가결 지식경제부 산업위 5 1.80 

1903160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282014-05-02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
위원회

미방위 6 1.50 

1903360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1-212013-05-07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부 복지위 16 1.31 

1903372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1-212013-06-27 수정가결 국토해양부 국토위 3 2.67 

1903615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 2013-02-052013-12-19대안반영폐기금융위원회 정무위 11 2.09 

1904324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안 2013-03-292013-06-27 수정가결 행정안전부 안행위 9 2.33 

1904532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4-162013-06-27 수정가결 법무부 법사위 4 3.00 

1904872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5-082013-06-27 수정가결 안전행정부 안행위 2 1.50 

1905050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5-222013-12-19대안반영폐기 국방부 법사위 1 2.00 

1905577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안 2013-06-242013-12-31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부 국토위 10 2.40 

1906117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7-242014-05-02대안반영폐기 산림청 농해수위 3 1.67 

1906154 선박직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7-262014-02-28 수정가결 해양수산부농해수위 4 1.50 

1906246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안

2013-08-012013-12-19대안반영폐기 법무부 법사위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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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314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안

2013-08-092014-02-20 원안가결
농림축산
식품부

농해수위 1 1.00 1.00 

1906634 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9-022014-04-29 수정가결 소방방재청 안행위 1 3.00 0.50 

1906718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
률일부개정법률안

2013-09-052014-12-09 원안가결 법무부 법사위 1 1.00 1.00 

1906729 군인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9-062014-09-30 원안가결 국방부 국방위 1 1.00 1.00 

1906884 외무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9-162013-12-26 수정가결 외교통상부 외통위 4 1.50 0.81 

190699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3-09-262015-12-31 수정가결
문화체육
관광부

교문위 3 1.00 0.83 

19070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
부개정법률안

2013-09-272015-03-03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
관광부

교문위 5 1.20 0.75 

1907022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9-272014-02-28 수정가결 기상청 환노위 4 3.00 0.63 

190706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2013-09-302014-01-01 수정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1 3.00 0.75 

1907065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9-302014-01-01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2 1.00 1.00 

1907155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2013-10-072014-04-29 수정가결 해양수산부농해수위 3 2.67 0.50 

190738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3-10-302016-05-19대안반영폐기국가보훈처 정무위 1 1.00 1.00 

190738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
률일부개정법률안

2013-10-302016-05-19대안반영폐기국가보훈처 정무위 3 1.00 1.00 

1907383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0-302014-04-29 수정가결 국토교통부 국토위 6 1.33 0.92 

1907399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0-312013-12-26대안반영폐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8 1.13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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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439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1-012015-11-30대안반영폐기 환경부 환노위 7 1.43 

1907498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1-042013-12-31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부 안행위 9 2.33 

1907626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
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3-11-072013-12-26대안반영폐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3 2.33 

1907760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1-142014-12-09대안반영폐기소방방재청 안행위 9 1.11 

1907764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안

2013-11-142014-12-09 수정가결 소방방재청 안행위 5 1.60 

190778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52014-12-09대안반영폐기소방방재청 안행위 3 1.33 

1907786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1-152016-03-03대안반영폐기
공정거래
위원회

정무위 8 1.50 

1907796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1-152014-04-29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부 안행위 30 2.37 

1908270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2-032014-05-02대안반영폐기 국방부 국방위 2 1.50 

1908813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2013-12-272014-12-09대안반영폐기
농림축산
식품부

농해수위 16 1.19 

190881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3-12-272014-02-28대안반영폐기 환경부 환노위 1 1.00 

190882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

2013-12-272014-04-29대안반영폐기 법무부 법사위 5 1.80 

1908836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2-302014-12-09 원안가결 소방방재청 안행위 3 1.00 

1909009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1-062014-02-28 수정가결 해양수산부농해수위 2 1.50 

1909484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2-242015-12-03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3 1.67 

1909611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3-042014-05-02대안반영폐기소방방재청 안행위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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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869 민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3-252015-01-12 수정가결 법무부 법사위 11 1.45 0.93 

1910296 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4-242015-12-09 수정가결 국토교통부 국토위 6 2.00 0.83 

191080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안

2014-06-052014-12-29대안반영폐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7 1.29 0.93 

1910824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6-102014-12-09 수정가결 안전행정부 안행위 1 2.00 0.75 

191084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6-112014-12-09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부 안행위 9 2.11 0.75 

191086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

2014-06-132014-09-30대안반영폐기 법무부 법사위 3 1.67 0.83 

1910995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2014-06-252015-07-24 수정가결 안전행정부 안행위 4 2.00 0.56 

1911363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8-112015-03-03대안반영폐기
미래창조
과학부

미방위 1 1.00 1.00 

1911482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8-272015-01-12대안반영폐기 국방부 법사위 1 1.00 1.00 

1911526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
정법률안

2014-08-292015-01-12 수정가결
미래창조
과학부

미방위 5 1.00 0.80 

191174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
부개정법률안

2014-09-182014-12-29대안반영폐기국민안전처 안행위 3 1.33 1.00 

1911783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9-222014-12-02 수정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9 2.00 0.72 

1911789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9-222015-12-03 수정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2 1.50 0.88 

1911790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9-222014-12-02 원안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5 1.80 1.00 

1911803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09-222014-12-02 수정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3 1.67 0.83 

191198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022015-11-30대안반영폐기 교육부 교문위 1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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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0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072015-05-29 수정가결
미래창조
과학부

미방위 3 1.33 

1912004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
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4-10-072014-12-29 원안가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2 1.00 

1912057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162016-05-19 수정가결
식품의약품
안전처

복지위 4 2.00 

1912058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4-10-162014-12-29대안반영폐기중소기업청 산업위 3 3.67 

1912096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222014-12-09 원안가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4 1.25 

1912097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222014-12-29대안반영폐기
농림축산
식품부

농해수위 9 1.44 

191210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222015-03-03대안반영폐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복지위 7 1.14 

191211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232014-12-29 원안가결 환경부 환노위 1 1.00 

1912115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2014-10-242014-12-29 원안가결 해양수산부농해수위 1 1.00 

1912205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0-302016-03-03대안반영폐기금융위원회 정무위 10 2.30 

1912262 인감증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1-032014-12-29 수정가결 안전행정부 안행위 3 2.00 

1912281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1-042015-04-30대안반영폐기 법무부 법사위 1 1.00 

1912304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1-042015-11-12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부 여성위 3 1.00 

191232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
법률안

2014-11-062016-03-03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3 2.67 

191235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4-11-072016-05-19대안반영폐기국가보훈처 정무위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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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482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4-11-142015-04-30 원안가결 중소기업청 산업위 7 1.00 1.00 

1912689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1-262014-12-29 원안가결 법무부 법사위 1 1.00 1.00 

191278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022015-12-31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부 복지위 2 1.50 0.50 

191278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안

2014-12-032016-05-19대안반영폐기국가보훈처 정무위 2 1.00 1.00 

191317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
법률안

2014-12-232015-04-30 수정가결 중소기업청 산업위 10 1.40 0.90 

1913209 군인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262015-03-03대안반영폐기 국방부 국방위 2 1.00 0.88 

1913210 군인복지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262015-03-03대안반영폐기 국방부 국방위 2 1.50 0.75 

191325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일부개정법률안

2014-12-262015-12-31 수정가결 환경부 환노위 6 2.00 0.58 

191330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2014-12-292015-05-29대안반영폐기
농림축산
식품부

농해수위 4 1.50 0.88 

1913324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안

2014-12-292015-12-31대안반영폐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11 1.82 0.75 

191334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2014-12-292016-03-03대안반영폐기금융위원회 정무위 10 1.80 0.35 

191335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폐지법률안 2014-12-292015-07-06 원안가결 금융위원회 정무위 1 2.00 1.00 

1913369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292015-12-31대안반영폐기고용노동부 환노위 1 1.00 1.00 

19133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4-12-292015-05-29대안반영폐기
미래창조
과학부

미방위 2 2.00 0.75 

1913409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4-12-302015-12-31대안반영폐기고용노동부 환노위 2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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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422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302015-11-12 원안가결
미래창조
과학부

미방위 2 1.00 

1913438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302015-04-30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부 안행위 2 1.50 

1913519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312015-07-06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부 안행위 7 1.00 

1913532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2-312016-05-19 수정가결
농림축산
식품부

농해수위 4 2.25 

1913553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
률일부개정법률안

2015-01-052015-12-09 원안가결 법무부 법사위 4 1.75 

1913556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2015-01-062015-07-24대안반영폐기
농림축산
식품부

농해수위 3 1.00 

191362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1-122016-02-04대안반영폐기 교육부 교문위 1 1.00 

191398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2015-02-132015-12-09대안반영폐기 법무부 법사위 4 1.75 

191450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
률안

2015-03-312015-12-31대안반영폐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복지위 4 1.25 

1914572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4-022015-05-29대안반영폐기
농림축산
식품부

농해수위 12 2.92 

1914901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4-292015-11-30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
위원회

미방위 5 1.00 

1915008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5-062015-12-09대안반영폐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3 3.33 

1915087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5-05-082015-12-09 수정가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6 1.33 

1915152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5-152015-12-31대안반영폐기 통계청 기재위 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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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202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5-202016-01-08대안반영폐기
미래창조
과학부

미방위 3 2.00 0.83 

1915859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폐지
법률안

2015-06-302015-12-28 원안가결 국방부 국방위 1 1.00 1.00 

191604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2015-07-102015-12-31대안반영폐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복지위 1 3.00 0.50 

1916064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7-132015-12-31대안반영폐기 문화재청 교문위 1 2.00 0.75 

1916091 협동조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7-162016-02-04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3 1.00 0.83 

191614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

2015-07-202016-05-19대안반영폐기 법무부 법사위 1 1.00 1.00 

191620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7-242015-12-31대안반영폐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7 2.00 0.29 

1916354 실용신안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8-102016-02-04 수정가결 특허청 산업위 3 1.33 1.00 

1916379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8-112015-12-31대안반영폐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복지위 12 1.08 0.96 

1916414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8-132015-12-31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
관광부

교문위 2 1.00 1.00 

191660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2015-08-272015-12-31 수정가결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위 15 1.60 0.85 

1916769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9-072016-05-19대안반영폐기해양수산부농해수위 11 1.64 0.73 

191682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5-09-112015-12-02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2 2.50 0.75 

1916823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9-112015-12-02 수정가결 기획재정부 기재위 6 2.67 0.67 

1916826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9-112016-02-04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부 기재위 1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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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832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5-09-112015-12-09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부 국토위 4 1.75 

1916880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2015-09-182015-12-28대안반영폐기 국방부 국방위 3 1.33 

1916890 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9-182015-12-09대안반영폐기국민안전처 안행위 12 1.33 

1916893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

2015-09-182015-12-28 수정가결 국방부 국방위 4 1.25 

1916945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9-242015-12-31대안반영폐기국민안전처 안행위 11 1.27 

1916948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9-242015-12-31대안반영폐기 교육부 교문위 2 1.00 

1917006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5-09-302016-05-19대안반영폐기 교육부 교문위 1 2.00 

1917025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5-10-012015-12-09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부 안행위 29 1.07 

191709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률일부개정법률안

2015-10-072015-12-31대안반영폐기고용노동부 환노위 1 1.00 

1917275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2015-10-202015-12-31대안반영폐기 환경부 환노위 5 1.20 

191728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안

2015-10-202015-12-31 수정가결
식품의약품
안전처

복지위 7 1.29 

1917452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15-10-292015-12-09 수정가결 인사혁신처 안행위 11 1.73 

1917663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5-11-102016-01-08 원안가결 법무부 법사위 12 2.17 

1917982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015-12-012016-05-19대안반영폐기 교육부 교문위 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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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factors may 

influence the rate at which a bill is adopted in its original form in 

the course of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of the bills 

presented by the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official report by the Counsel of Committee. In the point of view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replaced the policy making 

process with political disputes, current legislation system which is 

led by the Administration is perceived as something natural. Yet, 

there is a chance to think otherwise, if we consider the role of 



- 102 -

the policy support agenc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Counsel of Committee.

   This study analyzed 185 bills and the official reports of the 

Counsel on those bills, which were extracted by using stratified 

sampling method among the total of 1,093 bills presented by the 

Administra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doption rate of each bill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gree of intensity of the amendment recommendation in the 

official report of the Counsel, policy sector of the bill, general 

public opinion, presenting period, affiliation of the chairman of the 

respective committee (ruling/opposition party) were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degree of 

intensity of the amendment recommendation in the official repor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to the adoption rate of 

the bills. This means that the stronger the amendment 

recommendation from the Counsel is, the less part of the 

respective bill is enacted into law and that the recommendation in 

the official report of the Counsel has a considerable amount of 

influence in the course of deliberation.

   Furthermore, the adoption rate of the bills in the “educational,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 and the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ector”, 

which means the policy sector of the bills is one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doption rate of the bills. Presumably, the 

lawmakers each had a diverse opinions and values in “educational,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 and thu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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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more likely to voice opinions during the deliberation. 

   From the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Counsel differs depending on the respective policy sector of the 

bill, the policy sector was found to be a “(quasi-)moderating 

variable” between the adoption rate and the degree of intensity of 

amendment recommendation in the official report. Therefore, the 

impact of the official reports varied depending on the policy 

sector of the bill. The influence of the official report of the 

Counsel appeared to be weaker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 than in the other sectors, possibly because the policy 

expertise of the Counsels was perceived to be on the relatively 

low side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 

   In conclusion, the official report containing the policy reviews 

of the Counsel affects the extent to which a bill presented by the  

Administration is adopted in its original form in the course of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Thus, the Counsel of Committee 

has a substantial role as an institution of legislative sup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opportunity to cease from 

being an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 through shedding 

new light to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n official 

participant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rather than the venue for 

political warfare.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tantly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Committee of Counsel and to 

strengthen its policy suppor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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