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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개개인의 국회 생산성은 국민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 관한 지표이다. 유권자가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유

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의 결과이다. 국회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은 한국의 선

거풍토 특히 인물 중심의 선거환경에서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회 생산

성과 의원 개개인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

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의정활동의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원의 사회경제적 변

수도 국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의원들의 

각종 의정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출석률 및 입법활동과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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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절차이다. 유권자들은 선

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는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의회

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책입안에 반영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최

      * 이 논문은 국회사무처의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국회사무처의 
공식인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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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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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여러 분석 가운데 성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은 지극히 당연할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

한 연구가 줄 수 있는 이점은 의원들이 대리인의 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지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생산성은 국민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

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 관한 지표이다. 유권자가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맡겨진 대리인이자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고 효

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많은 경우 국회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치중하여 정작 국회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당사

자인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국회

의원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은 의원의 개인적 배경이 국회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개인배경이 아닌 정치적 요인 등이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선거가 인물 중심의 선거에 집중되면서 국회의원의 개인

적 배경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배경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투표결정의 기준으로 선

택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학력의 높고 낮음, 의정경력의 유·무 등을 통

해 학력이 높을수록, 의정경력이 많은 후보일수록 향후 의정활동이 더욱 성공적이라고 기

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8대 총선에서 인물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가장 높은 

비율(37.6%)을 보인 것(문우진 2007, 45)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선거는 여전히 후보자

의 공약이나 정당의 정책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배경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

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최종 선택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배

경이 국회의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향후 후보 선택의 기준과 선택 요인

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는 개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국회 생

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개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등이 개인의 정치행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의원 또한 한 명의 정치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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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배경에 따라 각각의 의정활동의 생산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생산성을 국회의원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의회 생산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서 후보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긍·부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국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의

정활동의 생산성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고, 만약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유의미성은 어느 정도인지, 만약 반대로 상관관계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연구는 물론, 현실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 국

회의 전문성, 생산성, 대표성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회 생산성을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이들과 개별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요

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회 생산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

고, 다음으로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출석률 및 입법활동과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의정활동에서의 출석률과 국회의원

의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

석률, 국정감사 출석률을 지표화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국회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종속 변수로 삼고, 구체적으로 법안발의수, 가결성공률, 가결처리 기간에 중

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본 독립변수로서 연령, 성별, 학력, 재산 등을 수집하였

고, 부가적 독립 변수로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선수, 비례대표 또는 지

역구 등 선출방식, 소속 정당 등이 사용되었다.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는 국회 

웹사이트와 신문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국정감사 출석률은 참여연대의 데이터를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1)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18대 국회의 개원이 있었던 2008년 5월 30일부

터 2012년 5월 29일까지로2) 대상은 임기 내 신분상의 변동이 없었던 국회의원 262명으로 

  1) 참여연대 데이터는 국회 정보시스템의 원 데이터를 참여연대에 요청하여 재구성한 자료이다.
  2) 일부 변수는 폐원 시가 아니라 폐원 몇 개월 전까지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본회
의 출석률은 2101년 12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대표발의건수
는 2012년 1월 9일까지 확인된 자료이다. 폐원을 불과 4~5개월 앞둔 시점이고 4년 임기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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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지막으로 출석률 및 입법활동과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

여 이들의 개인적 요인들이 국회 생산성에 직·간접으로 주는 효과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회 생산성에 대한 선행 연구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

치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 주요한 기능이며 역할이다. 때문에 국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국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함성득·임동

욱 2000; 손병권 2004; 윤종빈 2007; 문우진 2010; 오승용 2010). 그렇다면 이러한 국회 생

산성은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국회 생산성의 평가기준과 측정지표를 제시하

기에 앞서 국회 생산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함성득·임동욱(2000)의 연구

에서 국회 생산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능률성을 의미한다. 그들은 ‘투입된 비용과 

투입을 통해 산출된 산출물의 비율’이라는 생산성의 개념에 기초한 인식 속에서 국회의원

의 의정활동을 분석한다. 또 다른 연구는 국회 생산성이 갖는 다양한 측면을 주목한다. 신

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

라도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승용 2010). 오승용은 국회

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지를 기준으로 국회 생산성을 평

가해야 하며, 따라서 생산성과 동시에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문우진

(2010)은 앞선 생산성과 대표성의 개념을 좀 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원

안대로 가결시킬 수 있는 능력인 입법 효율성을 입법 생산성, 즉 국회 생산성이라고 주장

한다.

이와 같은 국회 생산성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 의정활

대부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를 18대 국회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
어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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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평가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의정활동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국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표화하여 이들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윤종빈 2007).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라는 큰 틀에서 또 다른 연구는 국회의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원내 활동 전반에 초점을 둔다(정회옥 2012).3) 동 연구는 국회를 

입법 기능, 대의 기능, 사회통합 기능, 행정부 견제 기능, 생산성, 효율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는 국회 공전일수, 본회의 출석률, 상

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심사 과정, 직권상정 횟수, 예산심의 과정, 국정감사 등을 제시하였

다. 한편 그 외의 연구로 손병권(2004)은 원내 활동 중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다. 국회는 제6대 국회부터 본회의 독회제도를 폐지하고 위

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본회의의 기능은 사실상 형식화 되었다. 또한 상임위

원회는 소속 위원회로 배정된 소규모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심

도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의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국회 생산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생산성 개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

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또한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변수들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국회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

다(전혜원 2007). 그러나 국회 생산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회 생산성을 창조해내는 주

체인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경제학적 인식 속

에서 국회 생산성, 즉 투입과 산출이라는 기계적 분석 속에서 정작 이러한 생산성을 만들

어내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특징이 투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정치적 효능감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입” 부분

에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생산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3) 원내 활동은 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구분되며, 원외 
활동은 지역구활동 등이 포함된다(손병권 2004). 원내 활동은 출결석, 법안 발의건수 등 가시적
인 양적지표로 측정하기 쉬운데 반해, 원외활동은 사회적 갈등조정과 통합, 공동체의 미래비전 
제시, 정치교육 등 측정이 곤란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적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윤종빈 2007; 오승용 2010).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원
외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내 의정활동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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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선행 연구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학력, 직업, 경력 등과 같은 후보의 개인적 

배경을 고려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기존연구를 통해 나타났다(유승익·김현우 2003; 유승

익·문우진 2007; 문우진 2010; 최정원 2010).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개별 사회경제적 배

경을 투표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당선 후 이러한 배경들이 의원의 정책결정과 

정치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유승익·문우진(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의견을 정책결

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후보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국회의 정치충원이 사회의 다양한 직능 집단을 통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다소 왜곡시키거나 편중시킨 결과 낮은 대표성의 한계

를 보여준다(유승익·문우진 2007; 최정원 2010).4) 

의원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의원들이 경험하는 의회 내, 정당 내에서의 위

치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그룹에 속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개인적 요인 즉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이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거나 이를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단점이 있다. 미국

의 경우 의원들의 정치적 요인이 의정활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Frantzich 1979; Weissert 1991; Hall 1992; Miquel and Snyder Jr. 2006). 

이들 연구에 의하면 개별 의원들의 정당 내에서의 위치,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는지 

여부, 선수, 여당의 지위 등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또한 

개별 의원들의 의회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Cox and Terry 2006; Volden 

and Wiseman 2008),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의회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미국 의회 연구에서 의회 생산성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들 연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회 내 정책 

아젠다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선과 다선 의원들 간의 권력불균형(Truman 1951) 문제

  4) 현실적으로 의회의 구성이 다양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르게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선
거과정에서도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선되기 쉽다.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최정원(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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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루거나, 현직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 결과를 선거에 활용함으로써 선거를 유리

하게 만드는 선거전략(Mayhew 1991)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의 효율성 자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

동이 주는 결과물에 주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의정활동의 효

율성을 창출해내는 주체인 의원 개개인들의 역동성을 정치적 요인에 치우쳐 설명하고 개

별 의원들의 개인적 배경이 의정활동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

다.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나치게 동

떨어질 경우 국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국민 대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회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표란 그에 따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결정자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어야하며 이를 뒷받침

할 개인적 경험과 배경이 필요하다(최정원 2010).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사회경

제적 배경은 직업, 경력 및 당선횟수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당선 이전 직업 및 경력

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계될수록 그리고 다선의원일수록 의원의 전문성은 축적되며, 이

러한 의원이 동일한 상임위에서 꾸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 상임위는 물론 국

회 전체의 전문성은 강화된다(김형준 2004a). 김종림과 패터슨(Kim and Patterson 1988)은 

공직경험5)과 다선 여부를 기준으로 의원의 경력유형(Career Type)을 분류하여 의원의 전

문성을 강조하였다. 의원의 경력 유형은 공직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은 아마추어형, 공직경

험이 있는 초선의원은 단계별 성취형, 재선이상이지만 공직경험이 없는 의회주의자형, 풍

부한 공직경험과 재선이상의 선수를 가진 경력주의자형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회

정치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국회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단계별 성취형과 경력주의자형의 의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김형준 

2004b; 최정원 2010).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의정활동의 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또한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문성과 연결하는 ‘정치적 요인’에 국한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최정원의 연구에서 지적하듯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원의 개인적 경험 및 배

  5) 정부기관이나 지방의회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정치·의회 관련 경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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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의 정(+)의 관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징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변수로 분석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socio-economic variables)보다는 당선횟

수 등의 정치적 요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문우진(2010)의 연구는 16대와 17대 국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입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비록 다른 연구와 유사하

게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용하여 입법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려 하였지만 일반적 사회

경제적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분석은 일

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의원 개인의 성별,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원의 입법 생산성은 서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서, 의원은 입법 활동 과정에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의 개인 배경보다는 정치요인과 의회요인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고학력이거나 다양한 정치·의회 경력

을 가진 후보들이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유승익·

문우진 2007), 정작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에 비해 더 적극적이

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문우진 2010). 손병권(2004)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

과가 나타났다.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다선의원들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

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일 것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다른 의원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심지어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다선의원의 경우 정당 

내 주요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법 활동과 같이 국회 생산성과 연

결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한 반면, 초선이나 재선의원의 경우 다선의원에 비해 정책

의 혁신이나 의회 활동 개선에 대한 열의가 높아 의정활동 전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적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국

회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6대와 17대 국회의원들보다 18

대 국회의원들의 학력, 교육수준, 재산 상황 등이 더 열악해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연구

가 끝난 이후 시점부터 이어서 행해지는 유사한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거나 기

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의원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별에 따른 의회생산

성 차이가 발견된다는 분석이다.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아니지

만 성별 차이로 인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여성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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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록 미국의 사례이지만 소수 정당에 소속

된 여성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의 남성 의원들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 여성 의원들은 법안의 상정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한 토

의 및 입법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

(Volden et al. 2010). 비록 문우진의 연구에서 성별이 국회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었음을 지적하였지만, 증가하고 있는 여성 의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이후의 의정활동 

평가나 국회 생산성 연구에서 성별과 국회 생산성 관계는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국회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여

전히 한국의 선거가 후보의 인물 배경을 중요시하는 인물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중

요하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존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대리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문우진 2010).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주인인 유권자의 선호를 대

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없거나 성실함이 떨어져 발

생하게 된다(문우진 2010). 유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

원들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회의 대표성은 물론 

전문성 확보도 무의미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경제

적 요인과 국회 생산성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국회 생산성 관계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은 차후 선거에

서 후보자들을 판단하는 좀 더 구체적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이후 몇몇 시민단체에 의해 국회 생산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6) 여전히 국회의원의 입

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이 손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윤종빈 2007; 

문우진 2010). 이러한 제한적 정보와 여전히 팽배해 있는 인물 중심의 선거라는 현실 속에

서 유권자들에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과 국회 생산성 관계 분석은 유권자들의 투

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경실련과 한국유
권자운동연합이다. 이들의 주된 분석 대상은 국회 속기록이며, 국회의원의 출석률, 법안발의건
수 등 정량평가는 물론 이슈 제기 능력, 대안 제시 능력과 같은 정성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
한 내용은 윤종빈(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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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석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각종 위원회, 본회의 및 국정감사 출석률은 가장 손쉽게 의원들

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이는 국회 생산성 개념을 주체화하는 지표로서 의

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의원의 성실성이 의정활동 평

가의 기준(윤종빈 2005; 2007)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개별 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얼마

나 성실하게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곧 효율적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를 위하여 이 장에서는 정량적 방법론에 의존하여, 18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률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그

리고 국정감사 출석률을 모두 통합하여 통합출석률 변수를 만들어 18대 국회의원의 출석

<표 1> 상임위원회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성별

학력

재산

선수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70** (.097)
.128** (2.102)
-.027 (1.362)
.090 (.577)

-.369*** (.621)
-.124* (2.125)
-.061 (3.625)

-.149** (1.520)
.027 (.224)
.105 (2.152)
.100 (3.572)
.167 (3.653)
-.074 (4.304)
-.054 (5.799)

상수

N
R2

70.946*** (10.161)
246
.166

* p<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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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원의 개인적인 배경 변수인 연령, 성별, 학력, 재산 변수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경력, 법조 

경력, 지방관료 경력, 중앙관료 경력, 선수, 소속 정당 등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

함하였다.7) 

<표 1>은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분

석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이 상임위원회 출석률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인 재산과 학력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 중앙관료 경력, 법조 경력 등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

롭게도 세 변수 모두 음(―)의 부호를 띠었다. 이는 선수가 낮을수록, 중앙관료 경력이 없

  7) 변수와 코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록 <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변수들에 관한 기술
통계치도 부록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본회의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성별

학력

재산

선수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236*** (.076)
.044 (1.647)
-.005 (1.067)
-.004 (.452)

-.194*** (.487)
-.194*** (1.665)

.000 (2.841)
-.054 (1.191)
-.073 (.176)
.103 (1.686)

.354** (2.799)
.241 (2.863)
-.015 (3.373)

-.255*** (4.545)

상수

N
R2

72.645*** (7.964)
246
.180

* p<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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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법조 경력이 없을 수록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했음을 의미한다. 여러 차례 

선출되어 의정경험이 많거나 중앙의 관료로서 또는 법조인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하

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임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본회의 출석률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 2>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령 변수는 앞서 살펴본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 출석률에서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선수와 중앙관료 경력은 본회의 출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발견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임위원회 출석률에 관한 분석과 동일한 것으로, 의정경험이 많다고 

해서 또는 중앙관료로서 재임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회의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의정경험이 적은 국회의원이나 중앙관료로서의 경력을 갖

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본회의에 보다 충실하게 참석하였음이 드러났다. 

소속 정당 변수 중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변수가 본회의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표 3> 국정감사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성별

학력

재산

선수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06 (.114)
.139* (2.480)
-.036 (1.607)
.062 (.681)

-.279*** (.733)
-.116 (2.508)
-.066 (4.278)
-.105 (1.793)
.036 (.265)
.059 (2.539)
.184 (4.215)
.306* (4.311)
.097 (5.079)
.071 (6.844)

상수

N
R2

11.992*** (82.975)
246
.069

* p<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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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발견하였다. 흥미롭게도 새누리당 소속 18대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충실하게 참석한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으로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결정될 여러 사안에 대해 보다 큰 관심과 결정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본회의 참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소수여당인 통합

진보당은 본회의보다 다른 원내외활동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감사 출석률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표 3>에 의하면 성별, 선

수, 민주통합당 변수가 국정감사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

록, 선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민주통합당 의원이 더욱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인 연령, 재산, 학력은 국정감사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률을 모두 더하여 

만든 통합 출석률 지표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통합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성별

학력

재산

선수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70** (.097)
.128** (2.102)
-.027 (1.362)
.090 (.577)

-.369*** (.621)
-.124* (2.125)
-.061 (3.625)

-.149** (1.520)
.027 (.224)
.105 (2.152)
.100 (3.572)
.167 (3.653)
-.074 (4.304)
-.054 (5.799)

상수

N
R2

70.946*** (10.161)
246
.166

* p<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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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중 연령과 성별이 통합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18대 국회의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참석했

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출석률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듯 재산과 학력은 

통합 출석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합 출석률 분석에서 선

수, 중앙관료 경력, 법조 경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가 낮을수록, 

중앙관료 경력과 법조 경력이 없을수록 18대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의정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이나, 중앙관

료나 법조인으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반드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

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IV.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입법활동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하여 18대 국회의원들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 가결성공률, 그리고 가결처리 

기간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8) 앞서 살펴본 출석률 분석과 

마찬가지로 의원의 개인적인 배경 변수 외에도 상임위원장 경력, 법조 경력, 지방관료 경

력, 중앙관료 경력, 선수, 소속 정당 등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5>는 대표법안 발의 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영향

력을 분석한 것이다.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법안발의 건수에 주는 요인으로 연령, 성

별, 재산, 학력 중 어떠한 변수도 법안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신 법안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수,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변수로서 선수

가 낮을수록, 민주통합당이나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일수록 법안 발의를 활발히 했음을 의

미한다. 특히 선수와 발의건수와의 부(-)의 관계는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그

리고 국정감사 출석률에서도 발견되었던 것으로 선수 변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미

치는 영향력이 다른 변수에 비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이는 여러 차례 선출되

  8) 본 장에서는 대표 법안 발의 건수, 가결성공률, 가결처리 기간을 모두 통합한 종합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III장의 출석률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였는데 본 장에서 논의한 법
안 발의 건수, 가결성공률, 가결처리 기간은 측정 단위가 서로 달라서 단순히 통합하여 사용하기
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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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정경험이 많다고 하여 대표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등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표 6>은 가결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명한 것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중 성별과 학력이 가결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과 학력의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를 띠고 있어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

결성공률은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외에 가결성공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발견된 변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변수로,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진보당 

소속일수록 제출한 법안을 성공적으로 가결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인 유의미성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새누리당 변수의 회귀계수가 양(+)의 부호를, 자유

선당 변수가 음(-)의 부호를 띠고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의원의 소속 정당이 야당

일 경우 야당이 처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환경 및 정치 자원으로 인해 제출 법안의 가

결성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대표법안 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성별

학력

재산

선수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0.064 (.396)
0.047 (8.415)
.026 (5.455)
0.017 (2.445)
-.150** (.250)

.035 (8.66)
-.018 (14.538)
.090 (6.215)
0.006 (.896)
-.016 (8.622)
.199 (14.263)
.305* (14.590)
.197* (17.336)
.118 (23.217)

상수

N
R2

42.698 (40.620)
244
.010

* p<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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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결처리 기간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표 7>에 의하면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중 재산만이 가결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산이 많을수록 제출한 법안의 가결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오

히려 재산이 적을수록 보다 신속하게 법안을 가결처리 시킨다는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되

었다. 가결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새누리당 변수로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일수록 가결처리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8대 국회의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신속하게 가결 처리하는 입법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가결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성별

학력

재산

선수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008 (.045)
-.132* (.958)

-.231*** (.621)
-.024 (.278)
.075 (.285)
.012 (.986)
.017 (1.655)
-.049 (.707)
-.050 (.102)
-.065 (.982)
.130 (1.624)

-339** (1.661)
-.110 (1.974)

-.178** (2.643)

상수

N
R2

20.707*** (4.624)
244
.220

* p<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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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국회 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좋은 법안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입법부의 개별 의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법안을 

생산하는 의회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효율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

라서 법안을 생산하는 개별 주체인 의원의 정치적 및 개인적 요인과 국회 생산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회 연구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도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국회의원의 개인배경과 의정활동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먼저 18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석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

해보면, 상임위원회 출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연령, 성별, 선수, 법조 경력, 중앙관

료 경력 등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선수가 상임위원회 출석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

<표 7> 가결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성별

학력

재산

선수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03 (.615)
-.104 (13.069)
.082 (8.472)

.147** (3.798)
.046 (3.883)

-.113 (13.449)
.025 (22.578)
-.035 (9.651)
.025 (1.392)

-.002 (13.390)
.403** (22.151)
.254 (22.660)
.143 (26.924)
.006 (36.056)

상수

N
R2

173.969*** (63.085)
244
.058

* p<0.1, ** p<0.5, *** p<.01



66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2013)

을 주는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즉, 선수가 낮을수록, 중앙관료 경력이 없을수록, 법조 경력

이 없을수록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선 경험, 중앙관료 경험 및 법조 경력이 실제로 의정활동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본회의 출석률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연령, 선

수, 중앙관료 경력, 새누리당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 분석에서도 선수와 중앙

관료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의정경험이 적은 국회의원

이나 중앙관료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본회의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선수의 의원들이 의정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다선 의

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회의에 출석한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회의 출석률 분석에서 상임위원회 출석률에서 나타나지 않은 요인 중 하나가 새누리

당 변수이다.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 여타 정당 소속 의원들보다 더 충실

하게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으로서의 지위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들에게 적극적인 출석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본회의에서 결정될 여러 사안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의 결정력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 

출석을 독려하는 요인으로 기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통합진보당 변수는 음(-)

의 부호를 보였는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일수록 본회의에 덜 출석한다는 분석이 나왔

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출석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출석률에 영

항을 미친 요인들과 다르게 성별, 선수 및 민주통합당 변수였다. 18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남성일수록, 선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민주통합당 소속 의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출석률에서 민주통합당 변수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

한 것은 아마도 국정감사의 특성상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 경

우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이러한 기회를 충분

히 살리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8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표 법안 발의 건수에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의원의 개인적 배경 변수인 연령, 성별, 재산, 및 학력은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법안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선수, 민주

통합당, 자유선진당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수가 낮을수록, 민주통합당이나 자유선진

당 소속 의원일수록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선수는 대표법안 발의 건수에

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이는 낮은 선수의원일수록 전반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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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가결성공률과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에

서 성별과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결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이외의 변수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변수였다. 의원이 민주

통합당 혹은 통합진보당 소속일수록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와 동시에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변수가 양(+)의 부호를 보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가결처리 기간에 영항을 미치는 배경 변수 요인은 

재산 변수 한 가지였다. 이 중 재산이 적은 의원들일수록 가결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변수가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18대 국회에

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일수록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 처리가 늦어지는 저조한 입법효

율성을 보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의원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던 선행 연

구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 성별, 학력, 재산 등의 의원의 개인배경이 의정활

동의 모든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연령과 성별은 대부분의 

분석에서, 그리고 재산과 학력 역시 의정활동의 입법활동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강조했던 정치적 요소들의 중요

성을 반박하는 결과물은 아니다. 선수와 소속 정당은 의정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요소들 못지않게 의원

의 사회경제적 변수도 국회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요

컨대, 이 논문은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국회생산성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지금까지는 국회생산성 측정에 있어 통제 변수이거나 중요

하지 않은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발견으로 사회경제적 배경변수가 통

계적으로 지속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영향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이 이 연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8대 국회의 생산성과 국회의원 개인 배경에 관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의 연구 과제를 시사한다. 첫째, 젊은 국회의원들일수록 본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연구 결

과에서 두 가지 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한국 국회에서 젊은 의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초선의원들일수록 의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의정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는 의회 규범(Workhorse)이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의

회규범이 공고화되지 않은 한국의 국회에서 젊은 의원들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제

한적이다. 따라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들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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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 내에서 젊은 의원들의 역할이 기대한 것보다 

제한적이라면 젊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좌절감이 본회의 

출석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젊은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경험할 것이 적다고 판단한다면, 이 또한 본회의 출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젊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연령과 본회의 출석률 간의 반비례 관계에 대한 이해 모색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둘째, 재산 변수와 가결 성공률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

업이 필요하다.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의원일수록 다양한 

개인 네트워크에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크며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 개인이 정

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통하여 재산이 많은 의원

일 경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신속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주변 의원들에게 다양한 영향력

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과 가결 성공률 간에 ‘정치적, 경

제적 영향력’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한 상관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선수는 모든 분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수가 낮은 의

원들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

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낮은 선수(초선 및 재선) 의원들이 의정경험을 쌓기 위

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많은 의원들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상임

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수가 낮은 의원들일수록 새로운 상임위원회에

서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상

임위원회 활동을 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또한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이제 단순

한 소속 위원회의 범주를 넘어서 의원들의 ‘의정교육’의 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수가 낮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또 다른 동기는 각 회기마다 

‘인기’있는 상임위원회나 ‘영향력 있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영향력 있거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낮은 선수 의원들은 더

욱 공세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소속 당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찾

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 18대뿐만 아니라 지난 국

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선수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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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별에 따른 의정활동의 차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여성

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결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은 먼저 여성의원들의 낮은 가결성공

률이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몇몇 여성의원들의 가결성공률

이 남성 의원들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고, 여성

의원들의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을 감안하면 다양한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통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결성공률에서 여성의원들이 의회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성 의원들의 경우 가결성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가정은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성격이 남성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성의원들의 발의 법안이 남성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가결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의원의 성별에 따라 발의하는 법안의 성격을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

을 것이다.

다섯째,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소속 정당 변수라는 

점은 여당과 야당의 정당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여당 

소속 의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가결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당의 지위가 법안 

가결에 주는 무게감을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 환경 및 정치자원의 불균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경력 요인이 법

안 가결성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법

안 가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수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당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어지는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기능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출석률 관련하여 향후 연구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

보다 더욱 성실하게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각 회기마다 상임

위원회의 “선호도”와 “중요성”이 달라지므로 차후의 연구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를 동등하

게 취급하기보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가장 선호되는’ 상임위

원회를 선별하여 출석률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상임위원

회에 어떻게 배정되는지를 추적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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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석률과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추적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

석률을 분석하는 것도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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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변수 설명과 코딩 방법 

변수 코딩

연령 41세부터 82세까지

성별 1=남성 0=여성으로 코딩

학력 1(=무학)에서 5(=대학원 이상) 까지 응답범주 가짐

재산 1(=채무)에서 8(=10억이상)까지 응답범주 가짐

선수 재선 횟수 

중앙관료 경력 경력 있음=1, 경력 없음=0으로 코딩

지방관료 경력 경력 있음=1, 경력 없음=0으로 코딩

법조 경력 경력 있음=1, 경력 없음=0으로 코딩

상임위원장 경력 경력 있음=1, 경력 없음=0으로 코딩

비례대표 비례대표=1, 지역구=0으로 코딩

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의 네 범주로 분류함.

상임위원회 출석률
상임위원회 개최 총수를 의원 개인의 상임위원회 참석 횟수로 나누어 100
을 곱한 값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개최 총수를 의원 개인의 본회의 참석 횟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국감 출석률 국정감사 총수를 의원 개인의 국정감사 참석 횟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가결성공률 가결법안수를 총 발의법안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

가결처리 기간 가결한 법안 모두의 총 처리 일수를 합한 후 총가결 법안수로 나눈 값

대표법안 발의 건수 대표 발의한 법안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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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총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출생연도

성별

정당

비례지역

선수

재산

학력

중앙관료 경력
지방관료 경력
법조 경력

상임위원장 경력
대표법안발의건수

총발의법안수

가결법안수

가결성공률

가결총처리일수

가결평균처리일수

국감총횟수

국감출석횟수

국감출석률

본회의출석률

상임위출석률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0
261
252
260
262
262
262
262
262
262
261
262
262
262
262
262

41
1931

0
1
1
1
1
1
0
0
0
0
0
17
0
0
0
0
27
1
2
59
39

82
1972

1
5
17
7
8
5
1
1
1
43
354
2265
207
41

47263
546
67
66
100
100
99

59.26
1953.73

.85
1.65
7.89
1.96
5.65
4.68
.14
.04
.21
.30

37.35
518.41
35.89
7.26

8747.08
245.23
47.15
44.73
94.69
88.82
84.09

7.799
7.796
.353
.990
6.018
1.154
1.161
.542
.345
.186
.409
2.670
37.469
348.967
36.142
4.809

8207.950
61.595
7.569
9.204
11.302
7.991
10.190



74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2013)

ABSTRACT

The Examination of the Linkage between Legislators’ 
Socio-economic Factors and Legislative Effectiveness: 

The Case of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Hoi Ok Jeong | Myongji University

 Hyeyoung Chang | Chung-Ang University

Legislativ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ngressmen can be an indicator that measures the 

degree of constituency expectation on congressmen. Since their legislative functions reflect 

the representations as well as delegations, it is crucial to examine how much the individual 

congressmen make productive outcomes in the Congress. Besides political factors that 

affect the legislativ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ngressmen, individual’s socio-economic 

factors may play a role on deciding the level of legislative effectiveness despite of lack of 

research on that subje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individual’s socio-economic 

factors on legislative effectiveness, this study focuses on the 18th Korean Assembly and, in 

particular, examines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congressmen’s socio-economic factors 

and legislative productivity, using participation rate in diverse committees, bill initiatives, 

bill passing rate as well as passage of bill. The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there is limited 

effect of individual socio-economic factors on Congressmen’s legislative effectiveness in 

general. 

Keywords: individual congressman’s socio-economic factors, legislative effectiveness,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participation rate, bill initiat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