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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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들어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 직권상정권한에 주목하여， 직권상정권한이 개입되는 정치적 환경과 그 운영
괴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는 집권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단접정부의 정
치환경에 집중되었으며， 법안내용은 대통령이 주도한 입법의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툴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는 동기는 적체상태에 빠져 있는 소관위원회

의 법안심사나 법사위의 체계 ’ 자구심사를 독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는
집권여당의 정책의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쟁접법안의 직권상정

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가 입법갈등을 롤어나갈 수 있는 합의된 절차와 규범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직권상정권한이 입법교칙의 타개와 쟁점법
안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여야 간 충돌과 파국적 교착상태를 초래했

다는 점에서 직권상징제도의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쩌l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심사기간지정， 단접정부， 분접정부， 입법교착， 원내갈등

I. 서론
2010년 기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0위의 ‘완전 민주주의 (full democracy)’를 구

현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Economic Intelligence Unit 20 \0) 그렇지만 그와

통시에， “한국은 의회난투극 분야에서 세계최고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종합격투기를 통
해 이루어진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Foreign Policy 2009/9/15).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국회폭력과 의사파행으로 안해서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의회’ 중 하나로 손
꼽히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처렴 한국의 의회정치 수준은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역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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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의 시발은 쟁점법안에 대한 원내정당 간의 입장차이이다 쟁점법안이 상임위원

회 섬사단계에서부터 입법교착에 빠지는 배경에는 저113 대 국회부터 제도화된 ‘원내교섭
단체대표 간 협의를 통한 국회운영’의 원라가 자라잡고 있다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도 회의일정에서부터 상정될 법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은 원내정탕 간 협
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였다 따라서 소수탕은 쟁점법안의 처라를 막기 위해서 상임

위원회 회의소집 자제를 거부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한다， 그러면 다수탕은 단독으로 회
의를 소집하여 쟁점법안을 처리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물랴적 충

돌아발생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입법교착에 빠져 있는 쟁점법안을 본

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결국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면 다시 ‘다수탕의 강행처리와 소수탕의 물리적 저지’라는 의사파행이 본회의 단계
에서 똑같이 재연된다， 제 17대 국회 이후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정탕 간 입법갈등이 심
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직권상정을 통한 쟁점법안의 처랴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

히 제 18대 국회에서는 12 월 정기국회 때마다 예산안과 쟁점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처랴되었다
쟁점법안의 처라를 둘러싸고 파국적인 여야갇등의 양상이 발생할 때에는 어김없이 ‘국
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첼차가 개업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입법과정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소관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박탈해 버라고 가
장 중요한 입법과정인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생략하는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로 인
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쟁점법안이 처랴된 후 야탕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

정을 통한 법안 강행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사권 및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제 17 대 국회와 제 18 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나고았는양상이다.
그러나 여의도의 현실정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는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국회에서 처리되는 전체
법안 중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랴되는 법안이 극소수라는 점을 들 수 았다， 또한 아직

까지 ‘특정 의사규칙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탓도 였
다， 이는 국회법이나 국회규지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절차나 행위규번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현실정치의 수준을 반영한다 국회폭력이나 의사파행은 의사규칙이 의원들에게

행위규범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회정치의 수준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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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영향력에 관섬을 가질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치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직권상정 권한의 실제 운영과 다양한 정
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회의장은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하며， 직권상정권한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입법과정에서 직권상정권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입법교착의
타개수단으로서 직권상정권한이 유용하면서 통시에 바람직한수단이라고 할수 있는지를
고찰하기로한다，

11, 국회 원내갈등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1. 민주화 이후 국회 원내갈등의 양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두 차례나 성공하는 퉁 한국정치
의 민주주의 수준은 공고화 단계를 넘어서 심화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

그러나 20여 년이 넘는 정치민주화의 경험이 의회정치 분야에서는 크게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듯하다. 쟁점법안이 처리될 때마다 원내정당 간 갈등이 물리적 충툴과 다수당 단독
강행처리로 이어지는 입법양상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바가 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대박한욱

1995).

사회경제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가 국회에서 입법의제로 제기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 간의 입장차이로 원내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
익과 갈동을 토론과 숙의， 협상과 타협 등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통
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내정당 간 이견을 조정하여 집합적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가 집합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식은 협의제적인 방식과 다수결주의가 혼재되어 있
다. 국회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상임위원장직 배분등 원구성에서부터， 회의소집이나 발언시간 배분쁜만 아니라특정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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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정여부까지도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1) 이는 소수당이 ‘협의’를 거
부하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 다른 집합적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주
의’이다 국회에서 다수결주의란 결국 보다 많은 의원이 지지하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
되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 협의제적인 국회운영방식과 최종적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다수제 간의 긴장을 통
해서 국회 원내갈등 양상의 한 단변을 설명할 수 있다 소수당은 쟁점법안이 다수당의 선
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의소집이나 안건상정을 위한 협의 자제를 거부한다

그리고 다수당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의장
점거도 불사한다 다수당은 원내정당 간 협의’라는 요건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 하면서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다수권력의 행사를 강행하고자 한다 즉 소수당은 협의

제를， 다수당은 다수제를 정치적 게임규칙으로 주장하는 젓이다. 결국 다수당과 소수당의
대립은 의회를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입법교착상태에 빠뜨린다
의회가 어떤 경우에 입법교착 상태에 빠지는지를 설명하가 위한 노력은 권력융합형 정
부형태인 의원내각제 국가보다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Bindεr 1999; Mayhew 1991) 미국에서 입법교착의 요인으로 가장 주목받은 요인은 행
정부와 의회를 서로 다픈 정당이 집권하는 분점정부의 상황이다 메이휴(Mayhew 1991)
가 분점정부 여부가 의회의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지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래
로 정당변수만으로는 입법교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

구가 증가하였다(Brady and Voldεn 2006; Krebiel 1998) 즉， 양원제나 상원의 초다수제
(superrn매 ority)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입법교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민주화 이후로 한국정치에서도 분점정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기존의 정험

적 분석에 따르면 분점정부 여부는 국회의 입법교착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교착은 분점정부나 단점정부 상황에 관계없이， 또한 정당
의 구조변화나 민주적인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반복되고 있고， 정당민주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점정부 상황에서는 국회의 무력화 가능성이， 분점정부 상황에서

는 대통령의 무력화 가능생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진민 2008, 82) 또한 김대중 정
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중요볍안에 대하 분석겸과 단점정부보다 오히려 분점정부에서 중

1) 이는

1988년 개원한 제 13대 국회에서 채택한 국회운영방식이었다 제 13 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읍 구성하지 못한 분점정부 상황이 되연서， 국회는 과거 ‘다수당 주
도’의 운영원리를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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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안의 가결율이나 대통령의 성공률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오승용 2008).
이 연구의 목적은국회 입법교착의 원언을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국회 입법교착의 타개

수단이자 동시에 또 다른 입법교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의 작
동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교착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 즉 분점정

부 여부나 의사제도적인 요인들은 직권상정제도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
인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를 둘러싼 쟁점

일반적으로 입법과정의 절차나 제도는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라는 단어는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의

근거규정은 국회법 저1185조 “심사기간 지정”에 관한 조문이다 2)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안의 소관위원회에 대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이 심사기
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가 법안심사를 마치
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를 직권상정권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3)

그런데 십시기간 지정제도는 제헌국회에서부터 제도화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위원회
에 심사기한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로 되어 있었다 제현국회
에서 국회법을 제정할 때 어떤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제
정국회법의 조문이 상당 부분 일본 국회법을 원용했다는 점에서 단서를 얻을 수는 있다
현행 일본 국회법 제 56조의 3에 따르면 의원(讓院)이 위원회에 심사기한을 지정할 수 있도
록되어있기때문이다

1973 년 2월에 국회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하는 주제가 되었

2)

국회법 제 85조 제 l 항은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

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n고 규정하고 있다
제 2항은 “저11 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였
다

3) 엄밀하게 말하면 법안의 심사기한을 지정하고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연구논문
에서는 직권상정제도와 심사기한 지정제도를 동의어로 보고 문맥에 따라서 면리하게 사용하기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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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이전까지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서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1985 년 12 월(제
12 대 국회)에 와서야 처음으로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서 법안이 처리되였다 제 12대 국회

까지 국회는 항상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였고， 입법의 주도권을 정부가 장악하여 국회가
사실상 입법부로서 제 가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
라는 강력한 수단을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을 젓이다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에서 법안의 운명을 결정잣는
데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일단 상임위원
회로 회부되지만， 그 중 극소수의 법안만이 상임위원회플 통과하여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런 점에서 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이며 입법과정에서 문지기 (gatekeeper)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위원회는 의회에 제출된 무수히 많은 법안 중에서 심사블 진행할 가지가 있는
법안을 취사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Oleszek 2007)‘

국회는 제 6대 국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장 직권상정제도 역시 인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실질적인 섬사는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본회의 심의는 이를
승인하는 절차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심사단계를 우회하

여 의장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았는 직권상정제도는 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함으로써 위원회 중심주의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직권상정제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입법과정을 타개하여 선
속한 입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법안내용 상 시급한 입법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부터 원내정탕 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입법과
정에 진전이 없을 때직권상정의 위협’ 또는 실저| 직권상정을 통해서 입법교착을 벗어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우선 소관 위원회에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까지 위원회

가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아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본회의 상정보다는
위원회에 법안심사를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이 절차의 애초 의도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의회의 경우 에도 입법과정에서 소관 위원회의 심사권을 박탈하고 본회의에서 바

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도'( discharge petition )41가 있는데， 실제
4) 위원회 심사배제 요챙제도는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30 일이 시나도복 위원회가 이 법안
에 대해서 아무런 조저를 취하지 않응 경우 하원의원은 과반의석인 218인의 서명을 받아서 위
원회심사배제 요청을 하는 것이다 218 인의 서명을 받으면 위원회 심사배제 동의안(dischargε
motion)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것이 의결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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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살펴보연 위원회의 심사권을 박탈한다는 압력을 통해서 선속한 입법을 도모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Cox 2000, 197).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서 입법에 성공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 즉 1931 년부터 2002 년까
지 미국하원에 제출된 심사배제요청안은 563 건인데， 이 중에서 47 건만이 의원 218 인의 서
명을 받는데 성공했고， 이 중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9건， 최종적으로 입법에 성공한 법안

은 4건에 불과하였q(Beth 2003). 이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의 경우 제
도적으로는 위원회의 법안섬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위원

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Cox 2000;

Maltzman 1998; Krehbiel 1995)
미국의 위원회 섬사배제 요청제도를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
이는 위원회 섬사권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의장 l 인이 아니라， 218 인의 의원에게 있다
는 점이다， ‘파반 의원의 찬성’이라는 조건은 ‘위원회 심사권의 침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
는 절차와 그 최종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국

회의 경우 국회의장 I 인에게 직권상정의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실제로 이 절차를 활용할
경우국회의장이 상당한정치적 부담을떠안을수밖에 없는것이 현설이다 5)
특히 국회의장은 다수당 출신의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는 정치관행이 존재하지만， 미국
하원의장처럼 다수당의 입법의제를 강하게 추진핸 당파적 역할을 맡기보다는，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위상이 제도화되어 있다(이현우 2008) 국회의장은 선출파 동시에 재임 중

에는 당적을 이탈하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원내정당들
이 국회의장을 입법과정의 ‘중립적 중재자’로 인정한다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정
치적 행위 역시 입법교착의 타개를 위한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클 것이다. 그러
나 국회의장이 정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연 직권상정은 아무리 당적
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이 추진하고 소수당은 반대하는 정치적 의제를 어떻게 해
서든지 입법화하고자 하는 당따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것이다.

심사권은 박탈되고 본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섬사에 착수한다， 이때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

해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저l 안한 수정안이나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가 없는 의원
발의안의 상태로 본회의 심사가 이루어진다(Beth

2008, 2003).

5) 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직권상정제도의 폐지펼
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0/511 ) 반면 후반기 국회의장얀 박희태 의장은 ‘입법교착
타개’를 명분으로 직권상정제도의 펼요성을 보다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0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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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의 실저l운영과정에 대한 분석은 설제로 국회의장의 역할이 당

파적 지도자와 중립적 중재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혀 줄 수 있을 젓이다 뿐만 아니라
직권상정제도라는 특정 의사절차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

회와 행정부(대통령)의 관계，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입법효율성 똥을 논의할 수 있는 단
서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젓이다‘

III. 상임위원회 입법권과 직권상정제도의 운영
1.

직권상정 처리의 정치적 환경과 법안의 내용

국회의장이 입법과정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지점은 두 곳이다 입법
절차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은 체계

자구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로 회부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나 ‘법사위에 제계 , 자구심사를 위해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역대 국회에서 소관위원회 계류 중 직권상정된 법안 총 67 건， 법사위 계류 중 직권상정된

법얀은총 221 건이다 우선，소관위원회에서 직권상정된 법안을분석해보기로한다
역대 국회에서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한 후 본회의에 직권상
정한 총 67 건의 법안이 〈표 1) 에 나타나 있다 총 67 건 중 62 건의 법안이 집권당이 국회에

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처랴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제 15 대 국회의 경우 임기 중반에 분점정부 시기가 있었지만， 16 건의 법안은 모두 단점정부
시기에 처리되었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1996년 12 월은 대통령의 정

당(신한국당)이 비록 과반의석은 아니 지만 절반에 육박하는 46.5%의 의석을 차지하고 았
었고， 정치관계법이 처리된 20α)년 l 월은 김대중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 국무총리의 소속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이 소위 ‘ DJP 연합’을 통해서 과반의석을 확
보하고있었던시기였다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섣시견파 행정부와 의회른 서호 다른 정
탕이 집권하는 분정정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히고 ‘국회의장의 직권상

정을 통한 법안처리’라는 입법현상은 단정정부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즉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는 통상적인 입법절자가 아닌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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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법얀

국회

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주요법안

법안제안
법안

처리시
님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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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님「

의원

주요법안

까r

-

-님l'- op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서울특별시 행
제 12대

단점

5

4

정에관한 특별조치법， 한F국방송공사법， 법률구조법， 정
부조직법

제 13대

단점

제 15 대

단점

2

3

8

1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부동산등기특례조치법
양콕관리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공직선거법，정탕법，국회
법，국정감 조사법

제 16대

제 17대

분점

단점/
분점6)

방송법

0

정기간행물등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진실규명

5

15

20

과화해를 위한 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사립학교법， 재
건축초과이익 환수법， BBK 특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신문법， 방송법， 국제과학비즈
제 18대 7)

단점

7

15

22

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서울대법얀화법， 친수구
역활용특별법，하천법

출처: 국회사무처 (2008， 612-620). 제 18대 국회는 국회 내부자료 참조

인 입법절차를 통해서 법안을 변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여야 원내정탕 간의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에서 입법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점정부 상황에
서 정치적 안정과 입법효율생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한국의 입법현실에는 적용되
지 않응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회의 경우 단점정부 상황에서 극단적인 대립상황이 더 발
생하며，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입법산출에는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오승용 2008 ,
2004) 가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임을 암 수 있다

6)

대통령의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단점정부’ 정의에 따르면， 2005 년 4월에 열린

우리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열린우리탕이 과반의석을 상실한 시기는분점정부 시기에 속
한다 제 17대 국회에서 분점정부 시기에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법안은 10 건이지만， 열린우리

탕이 다수탕 지위를 상실한 시기 이후로 직권상쟁을 통해 처리된 법안은 4건이었다

7) 제 18대 국회의 경우 2011 년 4월 말까지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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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블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정은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되는 법안이 전반적
q딛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제 16대 국회에서 l 건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 15 대 국회부터 제 18대 국회까지 직권양정음 통해 처리된 법안 수는 증가하여서 제 18 대
국회의 경우 임기가 아직 1년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2 건의 법안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되었다 이처럼 ‘예외적 수단에 의한 입법’이 증가하는 것은 국회 원내갈등이 정상적인
수단이나 젤차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젓이다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의 법안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 원내정당들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서 상임위

원회 차원에서 입법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쟁점법안이 대부분이다 특히 제 17 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신문법이나 사립학교법， 그리고 과거사법 등이나 제 18대 국회
의 언본관계법이나 소위 4대강 특별법 등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입법의제라는 특

정을 갖는다 즉 단점정부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제’를 둘러싼 입법갈등으로 인해 국회
가 입법교착에 빠지자，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
이었다

직권상정 법안들의 소관위원회가특정위원회에 편중되는지 여부플파악하기 위해서 상
임위원회별로 분류한 것이 〈표 2) 에 나타나 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

라서 변천해 왔는데， 상임위원회 명칭이 다를 경우 제 18 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소관업

무가 유사한 장임위원회에 포함하였다 8) 이 표에 따르면 직권장정된 법안이 가장 많은 상
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 건)였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가 8 건으

로 그 뒤를 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 경우 7 건의 법안이 직권상정되어서 상대적으로 직권상정 법얀이 다론 위원회보다 많은
위원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총 6 건의 법안이
직권상정되었다

해당법안들을 정책내용별로 살펴보면 교육(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원
법，서울대학교법인화볍 등)， 과거사 정산(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진실규명과 화해기본
법)， 정부조직관련법， 조세정책(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정치관
계볍(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도동정책(극무기준법‘ 'r:동위우l 회법， 노동조합법 등)‘

8) 재정위원회와 재무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건설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위원
회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문화공보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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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원회

교육과학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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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상정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안명

법안수

해당법안

(%)
9

사립학교법 (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법， 고등교육법， 법학전

(13 .4)

문대학원 설치운영법， 국군과학비즈니스벨트조생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법，과학기술기본법

행정안전(행정，행정
자치，내무)

국토해양(건설교통，

건설)

8

정부조직법 (3) ，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진실규명과 화해를

(1 1. 9)

위한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8

임대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I1.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 촉진법， 한뉴국토지주택공사법 (2)， 친수
구역활용특별법， 하천법

문화체육관광방송

7

통신(문화공보，문

(I 0.4)

한국방송공사법， 방송법 (2)， 정간물등록법，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신문법， 인터넷멸티미디어사업법

화체육，문화관광)
법제사법

7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법률구조법， 광주민주화운동관

(10 .4)

련자보상법，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법，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 BBK특검법， 통신비밀보호법

정치개혁특별

7
(10 .4)

기획재정(재경)

6
(9.0)

정무

5

(7 .5)
환경노동(노동)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2)， 국
정감조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국가재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행법，훈F국산업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끈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6.0)

조정법

ELL 여
U

2(3.0)

기금관리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민간투자법

농해수(농수산)

2(3.0)

양콕관리법， 농업인협동조합법

보건복지(보건사회)

1( 1. 5)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식경제

1( 1.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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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방송법， 신문법， 정간물등록법 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정책적
내용이 직권상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정탕의 정책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틀이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샤실
은 확인할 수 있다. 법안을 툴러싸고 원내갈등이 첨예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일수록 국회에서 토론과 숙의의 업법과정을
통해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들은
아예 위원회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회의장 l 인의 권위에 의존해서 처리되고 있
다는 점은 대의정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7 년 민주화 이전시기 중에서 유일하게 직권상정이 있었던 제 12 대 국회
의 경우 어떤 맥락에서 처음으로 의장 직권상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았다 9) 1985 년 12월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탕에 반대하여 제 l 야
당인 신한민주탕 의원과 의원보좌진이 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박기 위해서 의사진행방해
를 하여 위원회 의결이 어려워지자， 의장이 해당법안들을 본회의로 직권상정하였다 결국
쟁점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의사진행방해로 인해 입법교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양상은 35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

복되고 있음을 확얀할 수 있었다-

2.

직권상정제도의 실제운영 분석

지금까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행사되는 정치적 환경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어
서 직권상정 권한의 실제운영과 관련된 측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직권상정은 국

회에 제출된지 오랜 시간이 정과되었음에도 상임위원회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
은 법안들에 대해서 행사되는지，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 위원회에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 주는지，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은 본회의에 회부된 지 열마
만에 처리되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직권상정제도의 정치적 역할을 평가할 수 있을 젓이

다
변안이 국회에 제춤된 이후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식사기한흘 지정하기까지 소요되

9) 국회 회의록 시스멈 (http://likms.assembly.go.kr/kms _data/record/datal/128/128baOO IOb
PDF#p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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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균

계류일수

\0 8.4

〈표

법안건수

(%)

I

4)

법안의 국회저|출 이후 의장이 심사기흔을 지정한 날까지 기간

0일(당일지정)

합계

7

67
(1 00.0)

(\0.4)

일수를 계산한 결과가 〈표 3) 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제 15 대 국회에서 평균 14.7일이

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직권상정된 법안들의 위원회 계류 일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법안심사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국회에서 직권상정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한 평균기간은

108.4

일이였다 역대 국회의 비교는 어렵지만， 제 17대 국회의 경우를 통해서 과연 직권상정 법안

들이 일반적인 법안보다 위원회에 더 오랫동안 계류한 법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제
17 대 국회에서 일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기간은 176.3일이었는데(박기묵

2010),

직권상정법안의 계류기간은 149.7 일이었다 따라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이 일반 법
안보다 오히려 위원회 계류기간은 27 일 정도 짧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회의장이 법
안을 직권상정하는 동기가 단순히 ‘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아서 법
안심사가늦어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표 4) 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따르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당일이
심사기한으로 지정된 법안이 10.4%(7건)이나 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0일이 지
난 법안이 16건(23. 9%)이다. 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서 심사기한이 지정된 경우가 전체의 34.3%에 이른다. 그리고 법안이 제출된 지 31 일 이상
60 일 이하 경과된 후 심사기한이 지정된 법안이 10건(1 4.9%)， 61 일 이상 120일 이하인 법
안이 16건 (23. 9%) 이었다 심사기한이 지정된 전체 67건의 법안 중에서 73. 1% 인 49건의 법
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법안이었다. 일반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상임
위원회에 계류하는 기간보다 오랫통안 상임위원회에 계류한 뒤 직권상정된 법안은 전체

직권상정 법안의 19.4%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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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역대 국회의 심사기한 지징 후 상임위원회의 심사가능 기간

제 12 대

제 13 대

제 15 대

제 16대

제 17대

0일

4

0

15

0

1~즈

0

3

0

0

0

0

3일

0

0

0

78 일

0

0

0

합계

5

3

16

중위값

0

국회기간

2일

0

제 18대

전체(%)

14

22

55(82.1)

4

0

8(11. 9)

0

0

1( 1.5)

0

2(3.0)

0

1( 1. 5)

20

22

67(100.0)

0

0

1

0

3

수당이 지배하는 입법의제를 선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국회
의장이 심사기간블 지정할 때 위원회가 법안을 설제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열마나 주는

지를 분석하면 명확해진다 국회의장이 섬사기한을 지정할 때 위원회가 설질적으로 법안
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섬사기간을 지정한다면， 의장이 실제로 상
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권상정권한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젓이다
그러나 〈표 5) 를 보면 그런 해석이 전혀 불가능함을 얄 수 있다 국회의장이 심사가한을
지정한 당일이 섬사기한인 경우가 전체 67 건의 법안 중에서 55 건 (82%)이었고， 심사기한

지정일 다음날이 심사가한인 경우가 8 건(11. 9%)이었다 즉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이전에 소관상임위원회가 실제로 법안을섬사할수 있는 시간을 l 열 이하로준 경우가직
권상정된 전체 법안 중 94% 였다. 이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할 때에는 처음부터 상
임위원회의 법안심사플독려하고자하는동기는전혀 없으며，단지 법안의 신속처리를위

한 수단으로서 직권상정이 이용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제 67 건의 법안 중에서 66 건의 법안의 경우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3 일 이하였는데， 유열하게 심사기한이 78 일에 달했던 법안븐 제 17 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이었던 사립학교법이다 이 법안은 제 17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인
150인의 공동발의로 2004 년 10윌 20 엘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사립학교법은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범， 언론개혁법 등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제 17 대 국회 개원과 함께 소위 ‘ 4
대 개혁입법”으로 강하게 추진한 입법의제였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50여일 만에 소관위원

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위원
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2005 년 6윌 30 엘에 국회의장이 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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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67

심사기한일로부터 본회의 의결일까지 걸린 기간
합계

법안수

67

(%)

(100.0)

심사기한을 9월 16 일 24시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가한을 지정하였다. 이 법안은 직권상정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소관위원회가 법안심사를 할 수 았는 실질적인 시간을 부여받았다

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의장 직권상정권한의 목적이 ‘법안심사 독려‘보다는 ‘신속한 본회의 처리‘라는 점은 심
사기간을 지정받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
관위원회에 대해 지정한 법안 심사가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 6) 은 국회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일로부터 본회의 의결까

지 소요된 일수를 나타낸다. 직권상정 법안 중 심사가한일 당일에 본회의에 의결된 법안이
24건 (35.8%)이었고， 기한일 다음날 의결된 법안이 17 건 (25 .4%)이었다 심사기한일 당일과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전체 법안의 6 1.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심사기한
일로부터 2 일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13 건으로 19.4%였다 마처리된
법안은 모두 제 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된 법안들이다

역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제도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제
18대 국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 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22 건의 법안은
모두 국회의장이 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 위원회가 심사할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가본법’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8 일 만에
심사가한이 지정되었고， 심사기간 지정 당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의 경우 법
안이 소관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된 이후로 단 한차례도 위원회 회의가 소

집되지 않았으며， 공청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무런 입법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
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이후에 상당한 논란이 제가되었다
(한겨레신문 2010112/9)
그렇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
되는 것일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법안은 위원회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절차상 의원 30 인 이상의 찬성동의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과 상이한 내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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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결정
흘 상호존중하는 국회 내 관행 빛 원내정당 간 협의를 통한 법안처리의 관행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의 법안심의는형식적인 절차인 정우가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법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의결보고한 법안이 아니라
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안보다 본회의에 수정안 제출도 많고， 실제로 법안이 수정의결되는
정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해당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본
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상정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결과플 살펴보았다 총 67 건의 법안 중에샤 4 1. 8% 인 28 건이 원안대료
의결되었고， 47.8%인 32 건이 수정안의 형태로 의결되었다 ]이 상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법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권상정된 법안
의 절반정도가 수정의결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본회의 심의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직권상정된 법
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보다 수정의결되는 정우가 많다는 것은 그나마 국회 입법권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삼펴본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의 실제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최근 국회로 올수록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되는 법안은 증가추세이고， 대상법안
은 주로 대통령이 주도하는 입법의제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는
대통령의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집중되었다 직권상정된 법안

중에서 절반 정도는 국회에 제출된 지 2 개월이 안된 법안이며， 94.0%는 소관위원회의 법
안심사 가능기간이 하루 이하였으며， 6 1.2%는 심사기한일 당일과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한 때 직권상정제도는 대통령과 다수당이 주도한 입법의
제를 둘러싸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교착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를우회하여 법안을신속하게 처리하는수단으로이용되었다

10)

그리고 4 건은 본회의에서 폐기되었으며， 1 건은 첼회되었으며‘ 제 18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2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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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권과 직권상정제도의 운영
1. 직권상정의 정치적 환경과 법안의 내용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사위의 체계 - 자구섬사는 다른 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절차이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이전에
법사위의 제계 · 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단순히
제계 · 자구심사에 그치지 않고 주요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생기연서， 법사위와 소관
위원회 간의 갈등이 종종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서 법사위는 ‘위원회 위의 위원회，’ ‘옥상옥
(屋 t屋’)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전진영 2010 , 198-200). 또한 제 17대 국회 이후로 원구생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
구심사 절차가 입법지연전술로 이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즉， 소관 상임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도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
이다 11)

이럴 경우 국회의장은 소관위원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
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지정한 후， 그 기한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이
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에 대한 심사기한의 지정은 소관위에 대한
심사가한의 지정과는 상반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관위원
회에서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측연이 분명히 존재

하는 반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오히
려 보호하는 측면이 었다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되는 법안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 과정
을 마치고 체계 · 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사위에서 직권상정되는 법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
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법사위의 체계 · 자구심사를 펼수 입법절차
로 할 이유가 없다는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연 더욱 그렇다.

11)

제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의도적얀 입법지연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15 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70 한국정치연구 저 120집 저 12호(2011)

〈표
국회
단점/

분점여부

제 12대

단점

법안

19

전수(%)

(8.6)

7) 역대 국회의 법사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

제 13대
1 단점
37

j

제 14대

제 15 대

제 16대

j

단점

단점

분점

21

71

4

9

60

221

(3 2.1)

( 1. 8)

(4.1)

(27.1)

(100.0)

I (16.7) i (9.5)

제 17대

단점 (4)
분점 (5)

제 18 대

단점

합겨1
단점 (216)
분점 (5)

출처 국회사무처 (2008 ， 621-634) 제 18 대 국회는 국회 내부자료 참조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계자구심사 계류 중 직권상정된 법안은 총 221 건으로， 소관위

원회에서 직권상정된 법안 수에 비해 3 .3배나 많다(<표 7) 참조) 소관위에서 직권상정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도 제 12 대 국회댔다‘ 이 중에서 제 15 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71 건의 법
안에 대해서 심샤기한이 지정되었고， 아직 임기가 l 년여 남은 제 18 대 국회에서 60 건의 법

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이 이루어졌다
제 15 대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 중 심사기한이 지정된 법안 71 건 중에서 67 건은 1999 년 1
월 5 일에 국회의장이 한 번에 심사기한을 지정한 법안들이었다- 이 시기는 여당인 새정치
국민회의가 자유민주연합과 연합정부를 수립하고 있던 때로，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있었다 정책연합을 형성하는 두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의제가 법샤워 체계 자구심
사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국회의장은 해당법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당일로 지정하
였다 이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원들만이 입장하여 본회의

에 직권상정된 법안을 처리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젓이 한나라당 의원의 법률안 심
의

표결권을 침해하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하였다

12)

이처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 이후 야당의원이

법안심사권과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은 제 18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 입법갈등이다
〈표 7) 을 멘[면 법사위에서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쳐랴된 경우도 대부분 단점정부 시기였
음을얄수 있다 총 221 건의 법안줌에서 분점정부 시기에 처리된 법안은 5 건에 불과하다

1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섬판결과 한나라당 의원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국회의
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99헌라 12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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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 건의 법안이 직권상정된 시기도 제 17 대 임기 말에 다수의 의원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상설하기는 하였지만， 국회에서 최다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였다. 결국 소

관위원회에서 직권상정되는 경우와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되는 경우 모두 대통령의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직권상정권한이 이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으면， 법사위 채계

자구심사를 쟁점법안의 엽법지

연 또는 엽법저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막기 위해서 직권상정을 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제 17 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한나라당이 맡았지만，
이때 직권상정된 법안은 9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직권
상정된 법안이 가장 많았던 제 15 대 국회와 제 18 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시기라는 점은 사실이고， 따라서 이 시기에 체계 · 자구심사 절차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엽
법지연술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법사위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틀도 여야정당들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노정한 쟁
점법안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도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틀인데， 과
연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본회의로 직권상정되는 경우가 많았을까? <표
8) 은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보여준다.10건 이상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된 법안의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표 8) 에서 주목할 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법안이 90건 (40.7%)으로 압도적으로 많
다는 것이다- 직권상정된 주요법안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정책
관련법안들이다. 조세정책의 내용은 정부의 시장개입， 기업에 대한 규제， 소득재분배적 역

할 등 거시경제 운영의 기본입장이 담겨 있는 정책분야라는 점에서 서구에서도 전통적으

로 정당 간의 정책입장 차이가 명확한 분야이다 한국에서도 제 17대 국회에서부터 조세정
책 관련법안에 대한 엽법갈등이 심해지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원의 이념적 성향이 중요
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엽증된 바 있다(전진영

2006).

국토해양위원회 소관법안은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된 법안 중 두 번째로 많았다. 해당법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개발정책(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법， 도
시계획법)이나 지역개발 사업(제주도개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등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인천국제공항공

사법)도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되어 처리되었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안인
복지관련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방송법 등이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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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된 법안의 소관위원회와 주요법안

법안수

위원회

주요법안

(%)

소득세법 (6건)， 법인세법 (6 건)， 부가가치세법 (4 건)， 국세기본법 (4 건)， 교
기획재정

90

(재정，재무)

(40.7)

1

육세법 (4 건)， 국제조세조정법 (4 건)， 조세감면규제법 (4 건)， 증권거래세법

I

(4 건)， 조세특례제한법 (3 건)， 주세법 (3 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I
l

법(3전)， 국세징수법(3건)， 개별소비세법 (3 건)， 관세법 (3 건)， 상속세및증여

세법(3 건)
←十

토시수용법 (2) ， 공공용지의 취득 빛 손실보상법 (2)， 제주도개발특별법，

국토해양

(건설교통，

건설)

34
(1 5.4)

I

주택건설촉진법， 국유철도운영특례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신공항건설측

I

진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국토

이용관리법‘ 측량법， 인천국세공항공사법， 댐건섣및주변지역지원법 등

보건복지

32

국민건강보험법 (3 건)，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

1

관 신

육 통

(14.5) I

문 과。

(보사)

뭔
혜싹@

( 법， 장기이식법， 응급의료법， 윤락행위방지법， 장애인복지법， 생활분호법，

11

인

(5.0)

혈액관리법， 공줌위생관리법， 지역보간법
방송법 (2 건)， 종합유선방송법 (2 건)， 훗택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

법， 영화진흥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공연법 등

안줌다수를차지하였다

2

직권상정제도의 실제 운영분석

앞서 소관위원회에서 직권상정되는 법안의 경우 위원회에 계류된 기간이 너무 길어샤
직권상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되는

법안의 경우는 어떠할까q 즉 소관위원회가 법안을 심사의결한 후 처1 계 · 자구심사를 법사
위에 회부한지 오래되었는데도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법안들이
직권상정되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회부된 지 열마나 지난 법안들에 대
해서 심사가한이 지정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분석결과가 〈표 9) 에 제시되어 있다 총
221 건의 변안 중에서 변사위에 회부된 탕엘에 심사기한이 지 정된 법안이 44 건 (19.9%) 이
고， 법사위 회부 다음날 심사기한이 지정된 법안이 4건이다 그리고 법사위에 회부된 지 l

주일 이내에 심사기한이 지 정된 법안이 76.5%를 차지하고， 전제 법안 중 86.9%가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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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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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법사위 처|겨|지구심사 회부 이후 심사기한 지정까지 기간

회부당일

l일

2-7 일

8-14 일

15-21 일

22-30 일

31 일 이상

합계

44

4

121

23

21

2

6

221
100.0

%

19.9

1. 8

54.8

10.4

9.5

0‘ 9

2.7

누적%

19.9

2 1.7

76.5

86.9

96 .4

97.3

100.0

에 회부된 지 2주일 이하인 법안이다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된 법안의 법사
위 계류기간은 명균 2.01 일이다 즉，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된 법안들은 제계 , 자구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회부된 지 평균 이틀 만에 심사기한이 지정된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절차가 입법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지 않고， 체계 , 자구
심사절차 자제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할
때 법사위에 대해 체계

‘

자구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와 달리 법사위의 체계 · 자구심사는 일반적인 법안심사의 경

우처럼 소위원회 심사나 공청회 개최 등이 펼요 없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또한 국회 법제
설의 법제업무 등 입법지원기능이 강화되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기능이 입법과정
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한다면 법사위 계류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때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 사실상 체계 자구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221 건의 법안 중에서 139

건 (62.9%)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당일을 심사기한으로 지정하였고， 나머지 82 건
(3 7.1%)은 지정열 다음 날이 심사기한이었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에서 직권상정되는 모든
법안은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할 때 사실상 체계 · 자구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전
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는 법사위에서의 직권상정은 곧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에서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
다.

이상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과정에서의 두 지점， 즉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상정과 법사위 체계 자구섬사단계에서 직권상정이 어떤 정치적 환
정에서 주로 활용되는지， 실제 운영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절차가 이용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 심사단계 모두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동기는 같

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목적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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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법안심사나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독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당이 주

도하는 입법의제가 소수당의 반대로 입법교착에 빠져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법안을 신속

하게처리하는것이었다

반면， ‘소관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이라는 관점에서 직권상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이
하다 위원회 심사가 사실상 법안심사의 핵심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관위원회에서 법
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실심사된 법안을 신속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을 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단계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은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법안이라
는 점에서 소관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법사위의제계

V.

자구심사판음박탈한것이라할수있다，

결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단점정부의 정치환경에서 집권당(대통령)이 지지하는 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
한 수단으료 활용되었다 직권상정을 둘러싼 입법양상과 그 정치적 함의를 네 가지로 제시
하며 이 글을맺기로한다，

첫째， 원내정당들이 입법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통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소하지
못하고 입법교착 상태에 빠져 았을 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올 통한 법안처리’가 신속입법
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점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는 국회 원내갈등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점정부의 정치환경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입법’이 집중적으로 받생했다
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단점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책임정치를 똥반한다”고 보가 어
렵다고할수있다

분점정부 상황에서 행정부와 대통령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의제의 입법성공을 위해
서쓴국회 다수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만전정부의 상황에서 여당흔 선거른통해
위염받은 ‘과반의석의 권력’을 무기로 자신들의 정채의제를 강하게 추진한다 특히 대통령

의 정책의제가 국회 입법과정을 지배해 온 오랜 정치적 전통으로 인해서 단점정부는 ‘대통
령 의제의 신속한 입법’을 도모하기에 좋은 환정을 제공해 준다‘ 반면 제도적인 입법과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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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선호가 반영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고 입법저지에 전력을 다하면서 입법교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어떤 법안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라되는지는 법안의 정치적 성격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이지，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

이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는 동기는 적체상태에 빠져 있는 소관위원회의 법안심사나 법
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독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는 집권여당의 정책의
제를 신속하게 처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직권상정된 법안이 일반 법안보다 위원회에
더 오래 계류된 법안이 아니며，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 사실상 위원회
가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회의
장 직권상정권한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겠다

셋째，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쟁점법안일수록 소관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쟁점법안은 직권상정을 통해 처라됨으로써 위원회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입법을 둘러싼 원내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합의된 규

칙이나 문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원내정당들의 정책선호란 고정
볼변의 것이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토론과 숙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변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게임규칙이 입법과정을 지배한다면， 다양한 사회갈

등을 관라하고 통합하는 의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라는 제도적 절차는 당장은 입

법교착을 타개하고 쟁점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때마다 여야 간에 툴라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국회가
공전되는 또 다른 파국적 교착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직
권상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폭력사태
의 배경으로 직권상정제도에 주목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의 비상사태로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

어있는상태이다.
국회의장 I 인의 판단으로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무력화시카고， 법안을 바로 본회
의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운영에서 ‘중립적 중재자’로서 국회의장의
위상과 배치된다. 실제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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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로 해석되므로 더묵 그렇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회의장 직

권상정이 입볍교착 상태른 타개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
만， ‘대의정치’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과연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았는지를 엄밀히 따져
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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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εakεr ’s

Discharging Powεr
in thε National Assεmbly ofKorεa:
Its Fuct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
Jin Young Jeo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al power of Speaker to bring the bill to the floor that
has not been reported from the committee (discharging power) , and analyses the political
context the Speaker exercises such power and political implication of i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ified party control of the govemment is the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Speaker to exercise the discharging power. Second, most of the bills discharged
from the comm ittee are the President’ s political agenda , so the Speaker‘ s p따pose to use
the power is to legislate majority party’ s agenda quickly, not to encourage the committee
to consider the bil l. Third , frequent use of Speaker‘ s discharging power to break through
the legislative gridlock shows that the National Assembly lack the means to cope with
and overcome the legislative gridlock ‘ Judging from the fact that legislation through the
discharging process causes another confrontation among the po 1itical parti않，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bo 1ition of this power.

Keywords: Speaker, discharging power, unified government , divided government ,
legislative gridlock , legislative conflict, issue b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