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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5 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통상협상은 국외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외교적 관

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민의 생활경제

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통상정책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국민후생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대외협상 못지 않게 

대내협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과의 통상협상의 결과로 장

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바로 산업계와 소비자인데, 

이들에 대한 이해조정과 갈등관리는 통상정책 수립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통상정책의 목표를 수행해 나갈 정책 행위자로서, 새

롭게 주목 받고 있는 주체가 바로 국회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통상협상의 국내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국민

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국회의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은 통상조약을 발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국회의원이 해당 조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통상조약 비준표결에서 

드러낸 선호는 국회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출신지역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

우에는 본인의 소속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

과 관련이 있는 논리적인 결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

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소속정당의 정책에 대한 당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한국은 여전히 정당중심정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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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신뢰를 얻고, 공천을 따고, 정

당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상정책에 대해, 지

역구 이익과 정당의 당론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이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외국과의 FTA 가 처음으로 비준·발효된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부터 한·미 FTA 에 이르기까지 10 개의 

FTA 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

는 16 대부터 18 대 국회까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지역의 

이익 개념은 국제수지에서 지역총생산액(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나눈 값을 변수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여덟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수지/GRDP 가 높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이 FTA 라는 

사안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해당 FTA 가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유리하지 않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FTA 

비준 동의안에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된다. 지역주민은 장래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이므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찬성

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FTA 의 비준안 통과 이후, 소속된 지역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또 다른 지역 선거구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인 무역량은 값

이 적을수록 반대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무역량이 적은 지역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FTA 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유인이 적어 찬성 보다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유지하고자 반대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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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많을수록 해당 FTA 에 대해 지

역구 국회의원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수

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

고, FTA 가 타결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얻게 

되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협상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 선거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농촌지역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은 해당 지역구의 대표산업이 농업이라 하더라도 FTA 비준안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된다. 한·칠레 

FTA 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칠레와 FTA 가 

체결될 경우, 칠레보다 농산물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농업이라는 특정

한 산업만의 이익을 따져 해당 FTA 의 찬성, 반대를 결정하는 것

은 아니라고 분석된다.  

다섯째,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여당일 경우, 찬성할 확

률이 높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일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하

는 입장을 보이고,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론에 영향을 받아 찬

성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소속정당의 전체적인 이념이 진보일 경우, 찬성할 확률

이 높다. 보수세력은 현재상황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여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여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외국과의 통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진보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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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국회의원의 당선횟수가 많을수록 정당에서 차지하는 정

치적 지위가 높고,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당의 눈

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여덟째, 이미 비준된 FTA 의 개수가 많을수록 찬성할 확률이 높

다. 이는 앞서 FTA 비준과정을 겪었다면 외국과의 통상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이해의 충돌을 경험한 산업이 서로 협상과

정을 통해 이익의 배분 및 손해보전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동일성 유지문제, 각각의 FTA 의 특성 반

영부족, 지역총생산액의 지수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의 한계점을 지

니고 있으나, 통상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지역 선거구

의 특성 변수와 정당의 기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하여 국회

의원의 선호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지역 선거구의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대

표 산업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FTA 비준선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지역구 국회의원, 통상정책, FTA, 지역의 이익, GRDP, 정당

의 기속성 

학  번: 2010-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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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통상 협상이 갖는 중요성 

1995 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은 다양하고도 많은 통상관

련 기구에 가입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통상협력 조약을 맺고 있

다. 전세계적으로 WTO 와 같은 다자주의적 통상협력 체제가 세계

경제질서를 이끌어 가던 1990 년대와는 달리, 2000 년대에는 양자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FTA 형태의 통상구조가 확산되었다.  

한국 역시, 주력산업과 경제력에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과 양자 

간 통상 협정인 FTA 를 추진하여, 이미 발효되었거나, 협상 중에 

있다. 1999 년 12 월 칠레와의 첫 FTA 협상을 시작한 후, 동시다

발적으로 FTA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칠레와의 FTA 를 시작으

로 싱가포르(2006.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6.9), 동남아

시아국가연합(ASEAN: 상품-2007.6, 서비스-2009.5, 투자-

2009.9), 인도(2010.1), 유럽국가연합(EU: 2011.7), 페루

(2011.8), 미국(2012.3)과의 FTA 가 이미 발효 중이다. (2012

년 12 월 기준) 

또한,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과의 FTA 가 협

상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의 주요 경

제권과 FTA 를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1 

FTA 를 추진하는 통상정책에 대해 기존에는, 경제적인 실익을 

강조하여 FTA 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신자유주의적 논

리에 근거하여, FTA 를 비난하는 반대측으로 극명하게 의견이 나

누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

                                            

1 http://www.fta.go.kr/new2/ftakorea/ftakorea2010.asp, FTA 추진현황 참조(2012

년 12 월 1 일 검색) 

http://www.fta.go.kr/new2/ftakorea/ftakorea201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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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제는 당연한 세계적 흐름으로 받아 들이는 추세이다. FTA

를 추진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에서 뒤쳐진다는 의식이 저변에 흐르

고 있다(변우현, 2006). 

이러한 FTA 는 국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적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민생활경제의 각계각층에 긍정적, 부정적 효

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통상정책의 성격자체가 다

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국민후생극대화를 목

표로 하고 있으므로, 대외협상 못지 않게 대내협상도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강하연, 2007). 국내 통상정책결정과정이 효과적으로 진

행될 경우에는 원활한 대내협상이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외

협상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통상정책과 통상협상의 결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

는 집단은 산업계와 소비자이다. 통상협상은 우리나라가 관심 있는 

상대국가의 시장을 개방하는 반대 급부로 상대방 국가에서 원하는 

우리나라의 시장을 개방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산업이 이익

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Putnam, 1988).2 그러

나, 특정산업의 이해를 위해 협상의 목표를 변경한다면, 장기적으

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과 산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이해조정과 갈등관

리는 통상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 기존의 통상정책

이 국가적 차원의 이득과 손실 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

근에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지고 있다. 

                                            

2 협상사안은 동질적 협상사안과 이질적 협상사안으로 나뉘는데, 자유무역협정은 

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이 국내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 협상

사안이다(Putnam, 1998, pp. 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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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통상정책 목표를 수행해 나갈 정책 행위자로서, 새롭

게 주목 받고 있는 주체가 바로 국회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

민의 의견 수렴이나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행위자로서, 통상

협상에 대한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강

장석, 2010). 

 

2. 통상정책 수립에 대한 국회의 역할  

2004 년 발효된 한국과 칠레 간의 FTA 는 2 년여 간의 협상기

간과 1 년 4 개월 간의 비준처리 기간이 소요되었다(유현석, 2002). 

마찬가지로 한-미 FTA 도, 2006 년 6 월 1 차 협상이 시작되었으

나, 2012 년 3 월 발효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소고기 시장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인해, 협상의 장기화뿐 아니라,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다. 

이처럼 통상협상에서 발생하는 국내적 갈등은 FTA 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정도의 갈등을 일으키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

할만한 사회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FTA 에 대한 전국민적인 정당성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

는 의미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통상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우려와 걱정은 대부

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이

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퍼트남(Putnam, 1988)의 양면게임 이론에 따르면, 국내협상과 

국가 간 협상은 동시에 이루어지면 각 협상의 결과는 다른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국내협상의 결과는 국가간 협상에 임하는 

협상대표의 전략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이해집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면게임의 논리를 적용해 보면, 협상 담당자는 국내 이해 집단의 의

견에 의해 협상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제한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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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 국내협상이 국가간 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

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국내협상의 내용이 단순히 이해

집단의 의견을 국가간 협상의 내용과 전략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집단을 설득하고 잠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을 위한 국제협상에서 특정 이

해집단의 이익이 협상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국내 협상은 이해 반영뿐 만 아

니라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타협, 설득, 보상에 대한 논의가 중요

한 것이다. 

통상협상에서 국내협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상

협상은 반드시 비준의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비준과

정에서 잡음이 없기 위해서는 국내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협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내의 산업종사

자와 정부 간에 협상이므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

고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안세영, 2003). 

따라서, 국내협상 과정은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과정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갈

등을 조정하는 행위자로서, 국회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부는 전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어, 지역별, 직능별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한다. 이익과 

손실이라는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통상정책분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주력 산업별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직접 조정하

고,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회의 다양한 차원의 역할이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법부는 통상정책분야에 있어서, 매우 한

정적인 역할만을 해왔다. 한-칠레 FTA 협상과정, 발효 이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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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뿐 만 아니라, 최근에 발효된 한-미 FTA 에서도 통상협상 

비준 과정에서 표결을 통해, 협정의 찬반을 결정하는 제한된 역할

만을 수행했다(박찬표, 2001). 

이와 같은 국회의 역할에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 절차법)

이 제정되었다. 2008 년 최초로 제안된 이래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 년 10 월 25 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

원회를 통과하고, 2011 년 12 월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 년 1 월 17 일자로 시행되었다(이재민, 2012). 

통상절차법에 의해, 행정부, 국회, 민간단체, 학계 등 통상조약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통

상 절차법 제 5 조에서 행정부로부터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이

는 통상협상 개시부터 체결 후까지의 이행과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기간에 걸친 국회의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절차법이 발

효된 2012 년 7 월 17 일 이후로부터, 현재 협상중인 FTA 에 대해,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내협상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민, 2012).  

통상 절차법이 제정되기 이전,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권에 있었다. 국회

의 비준권은 통상조약을 발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서, 

국회의원의 해당 조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찬반표결에 따라, 통상조약에 대한 각각의 선호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누어

져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의 특성상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긴다. 

통상조약 비준표결에서 드러난 선호가 정당의 통상정책에 대한 

성향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출신 지

역의 이익에 따라 선호가 표출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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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지역구 국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소속 정당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무시할 수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당의 당론과 지역구의 이익이 상반되는 FTA 라면, 지역구 국

회의원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정당의 신뢰를 얻어, 공천을 따내고, 

정당의 정치적 자원을 전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이

익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할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의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호는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통상정책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호형태를 

최근(2004~2011)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FTA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통상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2004 년 2 월 16 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1999 년 12 월에 정부간 협상을 시작

한 지 6 년 만에 실질적인 효력을 얻은 것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한 첫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국내 집단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여 준 사례로 손꼽힌다.  

당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한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외환위기로 추락한 대외신용도를 재고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유현석, 2008).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정책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직·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정책은 이익을 얻는 집단인가, 손해를 입게 되는 집단

인가에 대한 극명한 대립을 낳게 된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대상국의 시

장 개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승자집단과 패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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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승자집단은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세력

으로 활동하는 반면, 패자집단은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시위를 

벌이거나 정치권에 항의하는 등의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통상협상이 국내 비

준 국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었던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장진혁, 200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농민단체들은 칠레가 농산물 수

출강국이기 때문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한국 농업의 기

반은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간 협상 초기부터 국내 여론을 이끌어 

갔다. 그러나, 농민단체를 비롯한 반대집단들은 적극적인 반대 활

동을 펼쳤지만, 비준 국면에 접근할 때까지, 재계를 비롯한 지지집

단들은 활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대응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2002 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서, 앞으로의 비준상황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대통령 선거 후, 2003 년 2 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기대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

부의 국정운영기조를 당정분리를 원칙으로 세움으로써, 정부가 여

당의 힘을 빌려 국회에서 정책을 입안해 나갈 방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농

민단체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대규모의 시위와 집회를 열게 되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저

지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유현석, 2008).  

이에 더하여, 17 대 총선과 더불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안은 국회의원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농민단체는 국회 

비준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을 찾아 다니며,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을 종용했고, 그 결과 국회의원 145 명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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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서명을 얻어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의 비준안은 국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 통과가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효가 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끼친 요인

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16 대 국회에서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대변

해 줄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민단체에서 취한 방법은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 대부분이 농업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제 17 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

이겠다는 계획을 공언하였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국농민연대(전농연)의 압력이 매우 거세어서, “한·칠레 자유무

역협정 국회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형태로 압력을 행사

하였다. 처음에는 2003 년 1 월 농촌출신지역 의원 60 여명만이 참

여하였으나, 같은 해 2003 년 4 월에는 117 명, 6 월에는 140 여 

명까지 늘어났고, 7 월에는 147 명까지 늘어났다(이규영·정하용, 

2012).  

이처럼 농민단체들이 농촌지역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 반대를 설득하고 종용한 것은 지역

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이익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는 곧 다음 

총선결과와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바로 직전, 비준안 반

대의사를 밝힌 147 명의 국회의원 중, 단 71 명만이 반대의 표를 

던졌다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무소속이 아닌 이상, 

정당의 당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자원이 풍부한 정당에 소속되어 다른 총선에서 공천받기 

위해, 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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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FTA 협정의 비준 

동의안에 표결할 때, 그 표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므

로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분석단위는 FTA 비준동의안이다. 우리

나라 정부가 FTA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1998 년부터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2012 년 12 월)까지를 시간적인 범위로 하

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FTA 란, 외국과의 통상조약 협상과정을 

거쳐, 국내적 절차인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공포된 조약을 대상

으로 한다. 통상조약의 범위는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약을 말

한다.  

 즉, “헌법 제 60 조 제 1 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 조약으로서, 

WTO 등 국제기구 차원의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 조약, 또는 FTA 

등 지역적, 양자 차원의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 조약, 또는 경제통

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조약” 이 그

것이다. 3  따라서, 대상이 되는 FTA 는 아래(표 1)와 같다. 첫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이익집단들의 치열한 충돌을 야기했던 한

-칠레 FTA 로 부터 시작하여, 국회 비준안이 상정된 지 약 5 년 

만에 통과된 한-미 FTA 까지 연구범위로 선정해 보았다.  

  

                                            

3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종합법률정보 참조(검색일자: 2012

년 9 월 4 일)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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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연구 대상의 범위 (FTA)]4 

 
국회 FTA 명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자 

발효일자 

1 16 대 한-칠레 FTA 2004.2.16 2004.4.1 

2 

17 대 

한-싱가포르 FTA 2005.12.1 2006.3.2 

3 한-EFTA 2006.6.30 2006.9.1 

4 한-ASEAN FTA 상품 2007.4.2 2007.6.1 

5 

18 대 

한-ASEAN FTA 서비스 2009.4 2009.5 

6 한-ASEAN FTA 투자 2009.8 2009.9.1 

7 한-인도 FTA 2009.11.6 2010.1.1 

8 한-EU FTA 2011.5.4 2011.7.1 

9 한-페루 FTA 2011.6.7 2011.8.1 

10 한-미 FTA 2011.11.22 2012.3.15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10 개의 FTA 중, 어떤 협정은 국민들이 

국회비준안이 상정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난하게 통과

되었는가 하면, 어떤 FTA 는 외국과 협상을 시작한다는 사실만으

로도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과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 과정에

서 국회의 역할은 실제 협상을 진행하는 통상교섭본부와 국민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FTA 는 다른 나라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고, 협상이 끝

나면 각 나라 대표가 최종 협상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절

차를 마치게 된다. 최종 협상안이 국내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의 

본회의에서 비준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발효를 

통해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 협상개시일로부터 비준 통과 시까지 

시간적 범위를 규정한 이유는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발효가 안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4 http://www.fta.go.kr/new/index.asp, FTA 추진현황 참조 

http://www.fta.go.kr/new/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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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이해관계자들이 선호를 표출하여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를 조정하는 시기는 비준안 통과 이전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림 1 - FTA 추진체계]5 

 

 

따라서, 국회의원이 정당과 자신의 해당 FTA 에 대한 견해의 충

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는 시점이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 표결 시점이라고 

정의한다. 의사의 종류는 찬성, 반대, 기권, 결석을 모두 유효한 의

사결정으로 간주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의원

정수 300 명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6 명을 범위로 한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비준안 표결(2004 년 2 월 16 일)의 경우, 전

체 재적의원 271 명 중 표결에 참석한 234 명을 전국구와 지역구

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중 연구에서 살펴 볼 대상은 지역구 국회

의원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표결(2011 년 11

월 22 일)의 경우, 170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가 살펴볼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138 명이다.  

 각 FTA 별 국회 비준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5 http://ftahub.go.kr/kr/situation/sign/01/ 참조 

http://ftahub.go.kr/kr/situation/sig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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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16 대~18 대 국회의원 정족수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족수]6 

 
국회 FTA 명 

국회의원 

정족수 

지역구 국회

의원 정족수 

1 16 대 한-칠레 FTA 273 227 

2 

17 대 

한-싱가포르 FTA 299 243 

3 한-EFTA 299 243 

4 한-ASEAN FTA 상품 299 243 

5 

18 대 

한-ASEAN FTA 서비스 299 245 

6 한-ASEAN FTA 투자 299 245 

7 한-인도 FTA 299 245 

8 한-EU FTA 299 245 

9 한-페루 FTA 299 245 

10 한-미 FTA 299 245 

 

세 번째 데이터는 각 지역구의 이익이다. 연구에 앞서 “지역구”

와 “이익”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 분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6 http://info.nec.go.kr/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참조 

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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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광역별 개수]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 조 제 1 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 7 그러나, 지역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모호할 

                                            

7 「공직선거법」 제 25 조제 1 항의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

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

거의 선거일전 6 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같

은 법 제 24 조제 7 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

칙」 제 2 조제 1 항 단서는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 등 특

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

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대 17 대 18 대 

서울 45 48 48 

인천 11 12 12 

경기 41 49 51 

강원 9 8 8 

대전 6 6 6 

충남 11 10 10 

충북 7 8 8 

광주 6 7 8 

전남 13 13 12 

전북 10 11 11 

부산 17 18 18 

울산 5 6 6 

대구 11 12 12 

경남 16 17 17 

경북 16 15 15 

제주 3 3 3 

합계 227 243 245 



 

 

-14- 

수 있다. 국회의원이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이익이라 함은 경제적

인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모두 총괄하는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의 이익은 FTA 를 

체결하는 상대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지역이 얻게 되는 이익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GRDP 를 기준으로 설

정하려고 한다.  

지역 내 총생산은 시, 도 단위 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

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지역의 부가가치로서, 시, 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의 이익에 대한 동일한 경

제적 지표로서 설명력을 가질 수 있고, 통계청에서 수집된 통계치

가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과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분석에 용

이한 개념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GRDP8의 개념만으로는 외국과의 교역에서 해당 지역이 이

익을 얻는지 손해를 보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 지역 내 총생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국제수지 데이터(해당 지역의 수출액-수

입액)를 이용하여, GRDP 에서 국제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이를 지역의 이익으로 조작하였다.  

 

[그림 2 - 지역이익의 조작적 정의] 

 

 

 

 

지역 내 총생산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무역량이 중요한 변수

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연도별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을 더하여 총무

역량을 조사하였다.  

                                                                                                       

 

8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참조  

지역의 이익= 지역의 국제수지(총수출액-총수입액)/ GRDP(지역총생산)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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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구의 주요산업을 알아보기 위해, 시 단위 별로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총생산액 기준)을 조

사하여, 농업의 총생산액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농업지역으로 정

의 내리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의 총생산액이 높을 경우에는 비

농업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제 3절 연구의 방법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표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지역 선거구의 특성을 나

타내는 변수와 소속정당의 기속성 변수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선거구의 특성 변수는 국제수지

/GRDP, 지역의 무역량(자연로그), 유권자인구수(자연로그), 농업

지역 여부이고, 소속정당의 기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속정당

의 여/야 여부, 소속정당의 이념(보수/진보),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비준 FTA 의 개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국회

의원의 성별, 나이, 최종학력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는 지역구 국

회의원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투표결과인 찬성, 

반대, 기권, 결석으로 설정하였다.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통계분석기법으로 

SPSS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 하였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이 다른 FTA 보다 높았으며, 국회와 행정부, 

각 사회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한-칠레 FTA 와 한-

미 FTA 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분석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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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총 5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 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살펴보고,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모호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선정한다. 

또한, 어떤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나 이론적 논의를 

살펴 봄으로서, 본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려 한다. 그 

동안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이론, 국회의원 법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분석해보고, 본 연구

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살펴본다.  

제 3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변수에 해당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

제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고, 분석틀과 연구가설을 설명한

다.  

제 4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연구분석틀이 실제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토대로 연구가설의 

진위여부를 분석한다. 

제 5 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인 FTA 중 일부가 내재하고 있는 성

질로 인하여, 실증분석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두 가지 FTA 를 중

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FTA 진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

의 가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

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후속 연구에서 탐구되어야 할 사항에 대

해 한계점을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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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 중요한 논점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결정하는 요인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들 중, 국회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통상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 국회의

원이 법안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 1절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 

손기윤(2011)은 우리나라 통상정책 결정구조를 미국의 구조와 

비교하여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행정부가 추진한 통상정책을 심의하며 필요 시 통상관련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통상정책에 기초한 

통상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따라서 통상정

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국회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고 통상협상진행상황을 제한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우위현상은 다른 어

떤 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OECD 가입협상, 한- EU FTA 협상 및 한-

미 FTA 협상 등 다양한 통상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

적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국회는 일부 사항에 대

하여 대부분 사후적으로 보고받는 체제 또는 관행이 주를 이루었

다(이승주, 2006). 국회는 협상과정에 실질적으로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후적으로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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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어서 국회에서 통상협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반영

하는 기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통상관련 부처의 주도 하에 

통상정책을 수립한다. 외교통상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통상

정책을 수립하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

을 거친다. 이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사항

들은 일반적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관련 부처의 차관들

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논의된다(이재민, 2012).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와 사전에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

로 협의하는 절차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즉, 국회는 행정부가 협상

이 종료된 이후에 제출하는 협상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문제를 제

기하는 경우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준 동의권의 행사

를 통해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막혀 있다

고 볼 수 있다. 

 

 

제 2절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이론 

이와 비교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

리나라와는 다른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행정부는 북

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의회는 물론 산업계와 일반 국민과

의 협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

율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일부 이해당사자는 협의 절차

나 범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긴말하

고 실질적인 합의체제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양기웅, 2006). 

NAFTA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협상을 준비하는 기

간에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협상내용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

였다. 신속처리권한에 의거하여 미국 대통령은 모든 통상협상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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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계에서뿐 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도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현우, 2005).  

NAFTA 협상이 진행된 약 2 년 동안에 의회는 평균적으로 하루

에 두 차례 행정부와 협의하였다. 협의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위원회 공청회와 장관 브리핑과 같은 공식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행정부 실무자들이 의회 정책 보좌관들과 협의하거나 브리

핑하는 비공식적인 형식으로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

의 통상정책담당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였

다.  

이러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는 미국의 협상전

략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협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미국협상전략

에 의문을 제기하면 행정부는 점진적으로 협상전략을 변경한다. 또

한,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 준비과정과 통상협상 진행과정에서 의

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신속처리절차가 있다(강

장석, 2010). 

이처럼, 미국은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

회와 행정부, 산업계, 소비자가 권한과 해당정보를 골고루 나눠 가

짐으로서, 그들 간의 갈등 조정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통상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

과 독점적인 정보소유로 인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현석(2008)은 행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정부의 협상방향에 대한 감시와 의견제시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칠레 FTA 와 한미 FTA 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대의민주주

의의 원칙에서 볼 때, 국회의 역할은 FTA 거버넌스에서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통상정책 그리고 통상협상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정당

이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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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태일 것이다(임성호, 2000).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상정책이

나 통상협상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의 최초

FTA 인 한-칠레 FTA 의 경우, 국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회는 협상과정 동안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

의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비준과정에 있어서는 국회는 한국의 주

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농어촌

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상임위 그리고 비준과정에서

의 농촌출신의원들의 반대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칠레 FTA 에 대한 대응을 국회의원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준 과정에서 잠재적 피해자

들을 위한 입법과 같은 사후적 처리에 머물렀다는 점은 국회의 역

할에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의 경우는 한-칠레

FTA 비준 후 2 년 후에 협상이 개시되었지만 국회의 역할에 있어

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국회 내에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 말

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찾아낼 수 없으며, 한-미 FTA 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 미약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유현석, 2008). 

 

 

제 3 절 국회의원 법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론 

국회의원은 재직하는 4 년 동안 수 천 개의 다양한 분야의 법안

을 처리한다. 처리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되

어 가결되어 채택된다. 또한, 부결되거나 철회되어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표 4 참조). 통상에 관련된 법안의 경우는 외국과의 

협상 이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법

안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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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기존의 논의는 정당

과 국회의원의 관계, 지역구와 국회의원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표 4 - 국회 처리의안 통계]9 

 16 대 17 대 18 대 

임기만료폐기+폐기 985 3792 7433 

대안반영폐기 634 1918 3845 

원안가결 924 1553 2171 

수정가결 572 995 760 

부결 17 9 8 

철회 45 101 545 

총 법안수 3177 8368 14762 

 

1.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통계분석을 통하여 의원

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혔는데, 그 

요인으로는,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성향이나 태도

(Cherryholmes and Shapio, 1969), 법안의 정책적 내용(Clausen, 

1973), 같은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의 과거의 결정(Asher and 

Weisberg, 1978), 지역구의 영향력(Fiorina, 1974), 의원들의 이

데올로기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이 국회의원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

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이 국회의원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이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

이다.  

  미국에서 정당은 의원의 투표형태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단

일변수라는 주장이 미국 연방의회의 기록표결(roll-call) 분석을 

                                            

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2012 년 12 월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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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입증되었다(Snyder and Gloseclose, 2000; Hager and 

Talbert, 2000). 

이현우(2005)는 미국의회에서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정당이 미

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정당이 다른 정치적, 인구학적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

원들이 정당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의 지역구 특성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정당투표가 일어난다는 것이

다.  

둘째, 의원충원과정을 통해서이다. 애초에 인권운동, 환경운동, 

반전운동 등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몸담고, 세

금삭감과 정부개입(government intrusion)축소에 적극적이며 전통

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에 결집함으로써 공통의 정책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제도적 요인으로 원내 정당의 활동이 당파심을 

고무시킨다는 것이다. 정당은 초선의원의 사회화를 담당하는데, 이

는 초선의원들이 정당이 후원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위원

회 배정을 정당조직에 의존하며, 동일 선거연도 당선자 모임(class 

club)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지도부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의회의 

규칙과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중요 위원회 

지배, 의사일정 결정권한,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구조화 하는 특별

규칙의 이용 등을 통해 다수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표결을 조정할 수 있다. 결속력 있는 다수당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쉽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당파심을 고무시킨

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그 동안 행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 협의회 등을 통

한 밀착관계, 여당과 야당 간의 파국적인 갈등 관계, 그리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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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당 총재와 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자원독점 등으로 설

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전진영, 2003).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정치적 자원 중 대표적인 것은 후보자 공

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공천

과 선거조직 및 자금지원 등을 정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그리

고 각 정당의 권력구조 정점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총

재가 있고, 그가 실질적인 정치적 자원 배분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의원 당선 이후로도 정당지도부는 주요당직 임명이나 사임위

원회 배정, 상임위원장 지명 등 자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원들은 상당한 정도로 정당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장진혁, 2004).  

따라서, 의원들은 당론에 절대적으로 복종했고, 당론을 이탈한 

의원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강도 높은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

해야 했다.  

위의 논의들에서 보듯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국민을 대표하

는 입법기관이지만, 정당이라는 정치적 단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속정당이 표방하는 법안의 당

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법

안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에 기속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지역구와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선거구 제도 역시 국회의원들의 법안투

표행태를 상당히 구속한다. 특히 단순다수 소선거구제(single 

member simple plurality)는 의원과 지역구의 연계를 매우 강하게 

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

기 때문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비해 의원의 선출에서 유권

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재선을 추구하는 의원은 

지역구의 여론과 압력에 매우 종속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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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가 의원의 표결행태에 미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indon, 1989, p.29-71).  

첫째, 의원충원과정을 통해서 애초에 지역구민과 유사한 선호를 

가진 후보자가 선택된다(recruitment).  

둘째, 의원들이 자신들의 투표결정에 대해 지역구민들에게 지속

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의원들로 하여금 설명하기 곤란한 

선택을 피하게 한다(explaining). 즉 의원들은 자신들의 투표결정

을 정당화하기 편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구민들이 의원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의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역구 여론의 

방향과 강도를 표출한다(direct communication). 그리고 마지막으

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선거에서 처벌이다(electoral 

consequences).  

의원들의 임기 중 투표기록은 선거캠페인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반대 후보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투표결정은 피한다. 이 중에서 지역구민이 의원을 구속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선거에서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이 재선을 추구하는 한 선거처벌은 의원들에게 매우 위협적

이며, 지역구의 여론에 반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의원의 지역구 대표활동은 지역구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책에 반

영시키기 위해서 주로 원내에서 행하는 정책 연계(policy 

congruence), 지역구민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

소통(communication), 지역구민의 개인적 편의를 도모해 주는 민

원봉사(constituency serv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업을 위

한 공공재원의 확보활동(pork barreling)으로 나눌 수 있다. 

(Eulau and Karps, 1997; Jewell, 1982).  

이 중에서 통상정책과 같이 지역구민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의원의 활동은 정책적 연계활동과 공공재원의 확보활동이 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25- 

지역구 대표활동 중 정책연계에 초점을 두고 의원이 지역구 여

론에 얼마나 반응적인가를 탐구한 연구가 있다. Miller 와 

Stokes(1963)는 지역구민과 의원의 정책선호를 비교하고 이 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당시의 핵심이슈였던 사회복지, 대외정

책, 시민권 세가지 차원에서 지역구민과 의원의 정책선호를 비교하

고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당이, 대외정

책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분야에서는 지역구가 의원에 투표행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회의 기록표결 연구에서는 지역구가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영역으로 주로 사회보장정책(Clausen and 

Cheney, 1970), 조세정책(Jackson and King, 1989)이나 지역구 

주요산업 관련 정책(Kingdon, 1989), 시민권(Clausen, 1973) 이

슈가 지목되었다.  

이 중에서 지역구 주요산업과 관련된 정책에서 지역구가 의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접적인 지역구 이해관

계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대표활동에 대한 연구는 의원들

의 대표활동이 정책활동보다는 지나치게 지역구 활동에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한다(박찬욱, 1995). 이 비판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지역선거구 일변도의 대표활동으로 인해 국회의 대표기능이 상당

히 왜곡되어 수행되었고 편향되어 있다. 또한 선거구 대표활동이 

원내에서의 정책활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정책적 홛동에 치우

쳐 있다. 결국 의원과 선거구민 간의 연계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왜곡, 굴절되어 사인주의적(personalistic), 특수주의적

(particularistic)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전진영, 200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역구가 의원의 입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안이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FTA 에 대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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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

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이 1 차 산업 중에서도 농업이 GRDP 중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에서 국회

의원은 지역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표결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3.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적 요인 

무역자유협정에 관한 연구들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사례

를 중심으로 이 협정이 처한 교착상태의 원인을 통해 분석한 연구

(유현석, 2002)가 있다.  

그는 국내 행위자의 측면에서 농업 이해를 강력히 대변하는 농

업이해연합이 존재했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확고한 

지지그룹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협상안이 결정되는 매커니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그는 우루과이라운드와 뉴라운드 출범

에 따른 한국 농업의 위기의식과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선거주

기적 환경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는데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

경과 자유무역협정의 빠른 확산에 비해, 대응의 필요성이 범국민적

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어려움

이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세영(2003)은 무역학자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예로 

들면서, 협정 추진에 따른 국내 이해집단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

해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는 협상사안의 성격, 

내부집단반발의 유형, 협상사안의 정치이슈화 여부, 정치적 동기, 

정치적 의지 등 국내 협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5 대 요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집단의 반응이 비대칭적이어서 패자집단

인 농민단체는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정부를 지지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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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승자집단은 지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농민단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재

계의 이익을 위한 농민의 희생”이라는 면을 정치이슈화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각종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동원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연구를 통해 밝혀 내었다.  

 

제 4절 통상정책에 대한 국내적 갈등에 관한 이론 

 경제적 이익이 결정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고, 정책에 대한 결정이 상반된 두 집단, 즉 이익

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입는 집단을 낳게 된다면 격렬한 반발이 

생겨난다. 대외통상정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결

정과정에서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최태욱(2001)은 대외통상정책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정치 속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과 국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한-일

FTA 를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정치적 접근법은 개별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시기, 특정 이슈에 대한 일국의 대외정책을 그 나라의 독특한 

국내정치의 산물로써 설명한다. 여기서 중시하는 국내정치의 행위

자는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 그리고 일반시민 등이다.  

그런데 대외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이라는 다이내믹스는 대부분의 

경우, 조직화된 경제적 이익집단들(계층, 산업, 기업 등) 간의 정책

경쟁으로부터 개시된다. 특정 통상정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제효

과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며, 중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집단들은 통상정책과 관련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그 과정 중에 서로의 이익이 합치하는 집단들은 상호 연합하고, 

배치되는 집단들과는 상호 대립하게 됨으로써, 결국 특정 통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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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정치적 분열이 국내 이익집단들 간에 발

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익집단 경쟁의 정형은 이른바 '국제주의집단'과 '국내

주의집단' 간의 대결구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자는 자유무역정

책을, 후자는 보호무역정책을 각각 선호하고 그러한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형성된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연합세력이다. 

 이러한 분열상황에서 어느 쪽이 승전연합세력이 되는가, 즉 어

느 쪽이 선호하는 정책이 정부에 의하여 선택 되는가는 곧 그 나

라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의 결정변

수로 논의되는 사항들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집단이론가들

에 의해, 다른 하나는 제도론자들에 의하여 제시된다(문병효, 

2006). 

전자는 이익집단들 간의 연합과 분열의 패턴을 강조한다. 특정연

합세력을 형성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책선호도, 조직력, 그리고 그 

규모 등에 의하여 연합 간의 경쟁 결과, 곧 정책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속 이익집단들의 정책 선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조직력 또는 결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혹은 그 연합세력의 정

치행위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정책 경쟁에 참여하는 이익집단들의 선호도와 그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론자들은 정치제도는 언제나 정치행위와 그 결과인 정

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동일한 이익집

단들로 구성된 정책연합일지라도 그들과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

고 있는 정치제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동등한 정도의 정책 선호도와 결집력, 그리고 규모를 가

진 노동조합일지라도 그것이 활동하는 정치체계가 민주적인가, 권

위적인가, 그 나라의 정당제도가 노동자의 이익 대변 기제로서 어

느 정도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는 선거제도가 노동자의 정치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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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잘 반영하도록 정비되어 있는가 등의 제도적 요인에 따라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력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고찰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통상정책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국내정치변수로서, 행위

자의 선호체계와 제도적 측면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하용, 이규영(2012)은 국회의원의 정책 선호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내재적 관세형성 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했다. 내세적 관

세형성 이론(Endogenous tariff policy theory)에 입각하여 자유

무역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가 개인들의 경제적 선호에 따라 달라

졌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내세적 관세형성 이론에 따르면, 보호주의 정책이 지속되는 원인

은 정부의 세수증대나 특정산업보호목적과 같은 시장외적인 요인

에 있다기 보다는 국제경쟁에 취약한 산업 부분 종사자들이 자신

들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시장내적인 동기에 있다고 한다.  

또한, 정하용, 이규영(2012)은 국회의원 정책선호에 대한 분석

이 의미를 갖는 이유에 대해 기술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부

가 통상정책 이외에도 주요 입법을 주도하고 예산의 편성권을 지

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제도하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

책 역할이 대단히 축소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전문성과 

정책 결정 권한의 측면에서 행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국회 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통상정책에서 국회의 역할은 거

의 주목 받지 못하여 왔다.  

국회 기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정책선호 형성분석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서 국회의

원들은 분명히 유권자(constituency), 즉 지역구나 주어진 선거구

민의 이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들의 정책 선호가 

단지 정당의 입장이나 개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만 형

성된다고 하면 의원들의 "재선 동기"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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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원들의 정책 선호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는 유권자

의 정책적 선호가 개별 의원들의 정책 선호로 연결되는 기제를 파

악할 수 없다(김태현·유석진·정진형, 1998) 

한국의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정당투표, 지역투표 경향

의 이면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구 차원의 정

책 연합의 존재를 선험적으로 부인할 경우 통상 정책을 둘러 싼 

정치적 갈등은 계속해서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선호 분석을 통해서 FTA 를 둘러싼 

대립의 강도와 범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정책의 변화는 이

익 집단 간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미친다. 한-칠레 FTA 의 경우 

농업 이익의 격렬한 저항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문제는 이익 

집단들 간의 정책 연합이 이루어 지는 형태이다. 통상 정책의 결정

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즉 산업과 계급 중 어느 

요인이 지속적으로 우세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 통상 정치의 

내용과 결과는 대단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FTA 를 둘러싼 갈등이 자본 대 노동의 대립으로 전개될 때와 

산업 집단 간의 대립으로 표출될 때 통상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

상의 대상과 방법 등 통상 정치를 제어하는 정치과정과 정책의 대

상 전반에 걸쳐서 상이한 해석과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안

세영, 2003).  

의원들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구의 이익, 산업 집단 

내부의 갈등, 자본 대 노동의 갈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각 요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제 5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본 연구를 분석하기에 앞서, 다양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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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의 결정요인, 통상외교에서의 국회의 역할, 통상분야에

서의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

존의 연구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국회의원은 통상정책의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자신의 소속정당이나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동

시에, 거시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통상정책에 대한 찬반이 결정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칠레 FTA 와 한-미 FTA 에 대한 

분석은 많으나, 지금까지 비준된 FTA 전반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

수에 불과하다. 물론 FTA 를 어느 국가와 체결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나 결정요인은 다

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체결되어 국회 본회의의 비준을 기다리는 FTA 가 2 개, 

협상 중인 FTA 가 8 개인 현 시점(2012.12)에서 FTA 전반에 대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칠레 FTA 의 

경우, 발효된 지 8 년이 지났으므로, 당시의 결정이 우리 산업이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시

간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가 체결하려고 협상 중인 FTA 가 국

내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갈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상정책이 야기한 지역갈등을 해

결하고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첫째, 2012 년 12 월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

어 발효가 된 FTA 전반에 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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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구 국회의원의 표결이 소속정당의 기속성과 지역구 대

표성 둘 중 어느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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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 설계 

 

 

제 1절 연구 변수 

1. 연구 변수 

1) 종속 변수 

16 대 국회에서부터 18 대 국회에 이르는 시간적 범위를 기준으

로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가)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 

 분석단위는 국회의원 개인이다. 국회의원은 법안에 대한 의견으

로 찬성, 반대, 기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낸다.  각 FTA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 개인의 투표결과는 

전자투표에 의한 국회 회의록 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1994 년 

6 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고, 2000 년 2 월 16 일부터 본격

적으로 실시된 전자투표는 본회의장의 전광판에 의원의 찬반 의사

표시가 나타나는 제도이다(문우진, 2007).  

표결 뒤에도 위원 별로 찬반내용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실시한 기립투표가 회의록에 표결 결과 찬반 숫자만 남

기고 의원 별 표결을 기록하지 않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회의원 개인의 찬성, 반

대, 기권에 대해 알 수 있다(문병효, 2006).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의견표출 형태를 찬성, 반대, 기

권, 세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석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았다. 

정당의 당론이 찬성으로 정해졌으나,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의 이익과 상반되는 법안으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경우, 기명투표

의 압박으로 본회의장에 결석함으로써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

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법안에 대한 개인의 확실한 의사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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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반된 이해관계 안에서의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권 역시 소극적인 반대의사로 

보고 분석하였다.  

반대와 기권을 소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석

의 결과를 달리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결석을 

독립적인 입장표명으로 볼 수 없는 불규칙적이고 우연한 결과의 

집합으로 볼 수 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결에 불참하여 명확

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보다 소극적인 차원의 입장표명으

로 봄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국회의원 표결형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비준안이 

처리될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최종 당론을 찬성

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회의 비준안 투표결과, 출석의원 234 명 

중 71 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 중 한나라당 위원이 31 명, 투표

에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이 18 명이었다.  

반대의 의사표명으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농어

촌의정회’ 소속되어,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인 농촌지역의 

이익을 대표하여 반대표를 던져야 하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부의 의견에 반하는 표를 기명투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1.11.19)10 

결석이나 기권을 일괄적으로 반대의 의사표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격렬한 갈등을 일으킨 한-칠레 FTA

와 한-미 FTA 를 제외한 나머지 FTA 표결에서는 결석인원이나 

기권의 인원이 극히 소수임을 보면, FTA 와 같은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이 결정되는 법안에 결석이나 기권표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0 조선일보, 2011.11.19 기사, “한-칠레 FTA 막던 농촌당, 이번엔 비준 적극 협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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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독립변수로는 지역 선거구의 성격과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특성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가) 지역 선거구의 성격 

① 지역 선거구의 이익 

 지역 선거구의 이익은 FTA 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

정되기 바로 전 연도의 국제수지 값에 해당 연도의 지역 내 총생

산(GRDP)을 나눈 값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제수지 값은 지역의 

수출총액에서 수입총액을 뺀 값으로 설정하였다.  

FTA 의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내적으로 이

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선거구의 이익은 비준 동의안 상정 이전 

해의 경제적 지표일 것이다.  

국제수지 값에서 GRDP 를 나눈 값이 0 보다 크다면, 해당 선거

구 지역이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그 비율이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수지 값에서 

GRDP 를 나눈 값이 0 보다 작다면, 해당 지역이 적자지역임을 알 

수 있다.  

지역 선거구의 이익으로 설정한 값의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를 

유효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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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② 지역 선거구의 농업지역 여부와 무역량  

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얻

게 되는 분야가 바로 1 차 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분야는 

국민의 식량자급자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분야이다. 따라

서, 지역선거구의 특성상,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 

FTA 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질 경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독립변

수로 지역선거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역의 무역량이 많을수록 외국과의 FTA 체결에 찬성하

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③ 유권자 인구수 

독립변수로 지역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유권자 인구수를 

설정하였다. 지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는 국내총생산에 기

여하는 인구,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로서, 해당 지역 전체

의 인구수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는 해당 지역에서 자신의 재선과 관련된 투표권을 가진 유권

자 인구수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이외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인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수를 통제 하

였다.  

 

* 해당 지역의 
국제수지

    
    

지역총생산에서 국제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흑자인 지역 

 

* 해당 지역의 
국제수지

    
    

지역총생산에서 국제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자인 지역 

 

(단, 국제수지 = 총수출액 – 총수입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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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속정당의 기속성 

① 소속정당의 여/야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영향을 받아 법안 투표에 

찬반을 결정하는지를 보기 위해, 소속정당이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여당인지 야당인지의 여부를 11변수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6 대 국회에서는 5 개, 17 대 국회는 6 개, 

18 대 국회 6 개의 정당이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 국회의석을 차지한 정당] 
 

 국회의석 차지한 정당 

16 대12 
5 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한

국신당) 

17 대13 
6 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

민통합 21, 민주노동당) 

18 대14 
6 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

국당, 친박연대)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 상, 국회의원들은 강한 정당기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리고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 선호를 가짐에도 불구

하고, 여대야소의 국회구성의 특징에 의해, 서로 비슷한 가치와 이

                                            

11 여당이란, 의회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당 또는 현재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정당, 즉 현재 집권중인 정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된다.  

 
12

 16 대 국회에서 국회의석을 차지한 지역구 의원수는 각 정당 별로, 한나라당 

112 명, 새천년민주당 96 명, 자유민주연합 12 명, 민주국민당 1 명, 한국신당 1

명이다.  
13

 17 대 국회에서 국회의석을 차지한 지역구 의원수는 각 정당 별로, 열린우리당 

129 명, 한나라당 100 명, 새천년민주당 5 명, 자유민주연합 4 명, 국민통합 21 1

명, 민주노동당 2 명이다.  
14

 18 대 국회에서 국회의석을 차지한 지역구 의원수는 각 정당 별로, 한나라당 

131 명, 통합민주당 66 명, 자유선진당 14 명, 민주노동당 2 명, 창조한국당 1 명, 

친박연대 6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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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공유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단일한 타협된 정

책 패키지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그 정당

이 여당인지 야당인지의 이분법적인 분류로 변수를 가공해 주었다. 

여당인 경우, FTA 법안에 논란이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찬성의 

뜻을 정하고, 야당의 경우에는 반대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② 소속정당의 이념(보수/진보) 

소속정당의 전체적인 이념이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논의 역시 

포함시켰다. 이념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이름이 바뀌어도 그 정당 고유의 

이념적 성격은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배출

한 정당의 성격을 진보와 보수 이분법적으로 쉽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들

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한국신당이 있다. 이 중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은 한나라당, 민

주국민당이고,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국신당이다.  

 

③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국회의원의 초선과 재선여부는 정당의 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  

국회의원의 당선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국회의

원이 당선횟수가 많을수록 소속정당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는 국회의원의 투표결과가 정당의 당론과 다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정당 내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39-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는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시점

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

된 2004 년 2 월, 16 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것이라면, 당선

횟수는 1 로 설정하였다. 만약 16 대 국회가 2 번째 당선이라면, 2

로 설정하였다.  

 

3)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성

별, 나이와, 최종학력으로 정하였다.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통상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가) 국회의원의 성별과 나이대 

국회의원의 성별과 나이대는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적인 변수들이다. 이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나이 대를 분석한 

결과, 40 대 이하, 50 대, 60 대 이상 등 3 가지로 분류하였다.  

 

나) 국회의원의 최종학력  

국회의원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

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과 

대학원 졸업(중퇴포함)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최종학력 역시, 

고졸 이하, 대학교 졸업(중퇴), 대학원 졸업(중퇴), 이렇게 3 개로 

변수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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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및 조작적 정의 

 

[표 6 - 변수 및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지역  

선거구의 

특성변수 

국제수지/GRDP 
국제수지 수출액 수입액 

지역총생산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까지 유효) 

무역량 

(자연로그) 
“무역량= 수출액+수입액”의 자연로그 

유권자수 

(자연로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수”의 

자연로그 

농업지역 “비농업지역=0, 농업지역=1”로 코딩 

소속 

정당의 

기속성 

변수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여/야) 
“야당=0, 여당=1”로 코딩 

소속정당의 이념 

(보수/진보) 
“보수=0, 진보=1”로 코딩 

국회의원  

당선횟수 
0 부터 6 까지 당선횟수 표기 

비준된  

FTA 의 개수 
0 부터 9 까지 비준 개수 표기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적 

특성변수  

국회의원의 성별 “남성=0, 여성=1”로 코딩 

국회의원의  

최종학력 

“고졸 이하=0, 대학교 졸업(중퇴)=1,  

대학원 졸업(중퇴)=2”로 코딩 

국회의원 나이대 
“40 대 이하=0, 50 대=1, 60 대 이상=2”

로 코딩 

종속변수  표결 “반대, 기권, 결석=0, 찬성=1”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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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분석틀 및 연구가설 

1. 분석틀 

 

[그림 4 - 분석틀: 독립 변수, 통제 변수, 종속 변수와의 관계] 

 

 

지역 선거구의 

특성변수 

국제수지/GRDP 

무역량 

(자연로그) 

유권자수 

(자연로그) 

농업지역 

소속 

정당의 기속성 

변수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여/야) 

소속정당의 이념 

(보수/진보) 

국회의원당선횟수 

비준된  

FTA 의 개수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결석) 

통제 변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 

독립 변수 

 

종속 변수 

 

* 국회의원의 성별 

* 국회의원의 나이 대  

* 국회의원의 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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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할 때,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는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

아 찬성, 반대, 기권, 결석이라는 투표를 결정하는가?”로 설정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통상 정책에 대한 선호에 대해,  

첫째, 소속 지역선거구의 이익이 높을 경우, 해당 FTA 체결에 

찬성할 확률이 높다. 

둘째, 소속 정당의 영향력이 클수록, 해당 FTA 체결에 정당의 

당론과 일치하는 투표를 한다.  

 

제 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선정 및 조사 방법 

1) 지역 선거구의 이익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 선거구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해당 

지역구의 국제수지 값을 GRDP 로 나눈 값으로 조작 정의하였다.  

16 대 국회의 지역 선거구 227 개, 17 대의 243 개, 18 대 245 개의 

지역구마다 수출액, 수입액 데이터를 수입하고, 이들의 차이 값을 

계산 하였다. 문제는 지역 선거구와 통계청의 조사지역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고, 16 대 국회, 17 대 국회, 18 대 국회 간의 선거구 통

합이나 분리가 이루어져 지역 선거구 데이터 간에도 일치하지 않

는 지역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수출액과 수입액에 대한 데이터

는 행정구역 상의 지역분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양평군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따로 통계 조사가 이

루어져 있다. 그러나, 16 대부터 18 대까지의 『공직 선거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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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거구는 경기도 가평군·양평군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두 값

을 더하여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GRDP 의 경우, 매년 시·군·구 단위로 조사되어 통계청과 기획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2006 년부터 

GRDP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전 데이터들은 각

각의 광역시청이나 도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표 7 - 광역별 지역내 총생산]15 

(단위: 당해 년도 기준, 10 억)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772,221 829,468 869,305 912,926 983,030 1,028,500 1,065,665 1,172,742 

서울 194,892 198,926 208,899 220,135 236,517 248,383 257,598 271,649 

부산 43,855 45,984 48,069 49,434 52,680 56,182 55,526 59,531 

대구 26,123 27,715 28,756 30,244 32,261 32,714 32,797 35,632 

인천 36,349 38,842 40,398 43,311 47,780 47,827 50,256 56,857 

광주 16,407 17,392 18,896 20,299 21,281 21,745 22,066 25,140 

대전 18,260 19,314 20,030 20,802 22,186 23,218 24,211 26,413 

울산 35,483 40,947 41,697 43,214 48,059 52,408 51,271 59,160 

경기 147,644 162,200 169,315 180,852 193,658 198,948 208,296 232,429 

강원 21,469 22,452 23,015 24,133 25,989 26,311 27,348 28,829 

충북 23,592 26,213 26,721 27,997 30,001 30,105 32,175 36,233 

충남 39,251 43,706 47,497 51,361 55,148 57,974 65,134 76,354 

전북 22,890 24,548 25,221 26,488 28,586 29,471 31,855 34,643 

전남 36,001 39,706 42,816 42,182 47,021 52,387 51,048 58,750 

경북 51,518 58,734 61,757 62,643 63,969 67,712 69,223 78,314 

경남 51,523 55,268 58,251 61,735 69,157 74,280 77,213 82,341 

제주 6,965 7,523 7,966 8,096 8,736 8,833 9,648 10,469 

 

                                            

15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

08, 통계청(검색일자: 2012 년 10 월 30 일, 11 월 19 일)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08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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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GRDP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선거구의 조작적 정의인 

국제수지 값에 나누어 주고,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유효하

게 처리해 주었다.  16 대에서부터 18 대 국회까지 총 815 개의 지

역 선거구에는 흑자 지역보다 적자 지역이 많았다.  

 

 2) 국회의원의 표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개인의 투표는 전

자투표를 통해 기명으로 이루어지므로, 국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

된다.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에서부터 한-미 FTA 에 이르기 

까지 모든 표결이 공개되어 있다. 비준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표결 

변수를 찬성과 반대 두 가지로 나누고,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권과 결석을 또 다른 소극적 형태의 반대로 규정하

여, 국회의원의 기권과 결석을 반대와 합하여 변수로 조작하였다. 

국회의원의 찬성에 대해, 1 로 코딩하고, 반대와 기권, 결석에 대

해 0 으로 코딩 하였다.  

 

3) 그 밖의 변수들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특성, 즉 국회의원의 

성별, 국회의원의 나이, 해당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 인구수에 대한 

데이터는 선거관리 위원회 통계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환경의 특성 상, 비례대표가 아닌 선거를 통해 선출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극히 낮았다. 16 대의 경우, 전

체 여성 당선인 수 5 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 2 명(약 0.8%)

이었으며, 17 대 국회의 경우는 10 명(약 4%)이었다. 18 대 국회는 

14 명(약 5.7%)이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성별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므로, 통제변수로서의 의미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나이라는 변수는 범주형으로 조작하였다. 최저 나이부터 40 대, 

50 대, 60 대부터 최고 나이까지 3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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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비준개수에 대해서는 해당 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

점을 기준으로 다른 FTA 가 비준된 것이 있으면, 그 개수를 변수

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는, 

이전에 비준된 다른 FTA 가 없으므로 0 이고, 한-EFTA 는 이 전

에 한-칠레 FTA 와 한-싱가포르 FTA 가 비준되었으므로, 2 가 된

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서 주요변수들의 분포와 빈도 등을 알아 

본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각각의 FTA 에 대하여 찬성과 반

대비율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독립변수로 지

역 선거구의 이익과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여·야당,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등을 입력하여 종속변수인 FTA 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

원의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10 개의 FTA 가 각각 지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특히, 한·칠레 와 한·

미 FTA 는 다른 FTA 가 비준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는 여러 가

지 면에서 특별한 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칠

레 와 한·미 FTA 에 대해 별도의 사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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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결과 

 

제 1절 기초 통계 분석 

1. 기술통계 

 

기술통계량은 아래(표 8)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대 FTA 비준 동의안 

표결(평균=0.42, 표준편차=0.464)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의견

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이익에 해당되는 GRDP 에 대한 국제수지의 값은 한-칠

레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해인 2003

년부터 한-미 FTA 가 상정되기 이전해인 2010 년까지, 지역 선거

구 전체적으로 흑자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균

=0.1299, 표준편차=2.1578)  

당선횟수(평균=1.75, 표준편차=1.014)는 재선되는 국회의원보

다는 초선의원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을 수 있는데, 유권자 특성과  

우리 나라의 정치환경 특성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

다. 재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개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

에, 그러한 요인들 간의 충돌과 갈등으로 재선의 확률이 낮은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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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M) 

표준 

편차 

(SD) 

지역  

선거구

의 특

성변수 

국제수지

/GRDP 
2364 -32.368 27.2468 0.1299 2.1578 

무역량 

(자연로그) 
2364 6.00 24.00 19.7284 2.2739 

유권자수 

(자연로그) 
2364 9 13 12.11 0.871 

농업지역 2364 0.00 1.00 0.2800 0.4491 

소속 

정당의  

기속성 

변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여/야) 

2284 0 1 0.48 0.500 

소속정당의 

이념 

(보수/진보) 

2364 0.00 1.00 0.3249 0.4684 

국회의원  

당선횟수 
2364 1 6 1.75 1.014 

비준된  

FTA 의 개수 
2364 0 8 4.04 2.567 

지역구 

국회의

원 개

인적 

특성 

변수  

국회의원의 

성별 
2364 0.00 1.00 0.0355 0.1852 

국회의원의 

최종학력 
2364 0.00 11.00 1.4793 0.5955 

국회의원  

나이대 
2364 40.00 60.00 53.3248 7.0364 

종속 

변수  

표결 

(찬성, 반대, 

기권, 결석) 

2364 0 1 0.42 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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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의 사안  및 광역별 지역구 국회의원 표결 수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FTA 비준동의안의 유효한 

투표수는 다음(표 9)과 같다. 조작된 정의에 의하면, 유효한 투표

수에는 비준 동의안에 투표를 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기권과 결석까지 포함된 수로서, 비준 동의안이 상

정된 연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와 일치한다. 단, 선거법 위반으

로 인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고, 비준안 

발의 당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역구 국

회의원석은 공석으로 유효한 투표가 아니다.   

 

[표 9 - FTA 사안별 표결 수]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FTA 

사안별 

표결수 

ASEAN 상품 266 11.2 11.3 

ASEAN 서비스 266 11.2 22.5 

EFTA 261 11.0 33.6 

EU 266 11.2 44.8 

미국 266 11.2 56.1 

싱가포르 261 11.0 67.1 

인도 266 11.2 78.4 

칠레 246 10.4 88.8 

페루 266 11.2 100.0 

합계 2365 100.0 
 

 

 

다음은 표 10 을 통해, 10 개의 FTA 비준안 유효한 투표수를 광

역 별로 분류하여 비율을 알 수 있다. 유권자 인구수와 비례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를 정하기 때문에, 유권자 인구수가 많은 경

기지역(20.2%)과 서울지역(18.7%)이 광역별 분류 중 가장 많은 

유효 투표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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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FTA 광역별 지역구 국회의원 표결 수]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다.  

일단,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하여, 표 11 을 분석해 보면, “당선

횟수”와 “투표결과” 사이에는 상관계수 0.043 으로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준된 FTA 의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강원 154 6.5 6.6 

경기 477 20.2 26.7 

경남 169 7.1 33.9 

경북 123 5.2 39.1 

광주 75 3.2 42.2 

대구 105 4.4 46.7 

대전 56 2.4 49.0 

부산 145 6.1 55.2 

서울 443 18.7 73.9 

울산 58 2.5 76.4 

인천 121 5.1 81.5 

전남 115 4.9 86.3 

전북 111 4.7 91.0 

제주 28 1.2 92.2 

충남 101 4.3 96.5 

충북 83 3.5 100.0 

합계 23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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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수”와 “투표결과”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

계수=0.094) 

 자세히 분석해보면, 비준 FTA 의 개수는 여/야 변수와 -0.104

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농촌지역여부 변수는 투표결과와 

0.019 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므로, 이들간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인구수와의 관계에서는 -

0.069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 밖에 당선횟수와는 0.043

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무역량 변수를 살펴보면, 투표결과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된다. (상관계수=-0.075) 

투표인구수는 다양한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

이대 변수와는 -0.118 로 음의 상관관계를, 여/야 변수와는 -

0.095 로 역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남녀 성별에 관한 변수

와는 0.083 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최종학력 변수와도 역

시 0.087 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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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국제수지

/GRDP 

투표인구수 

(자연로그) 
나이대 

비준 

FTA 갯수 
여/야 투표결과 당선횟수 보수/진보 남/여 

최종 

학력 

농촌 

여부 
무역량 

국제수지/ 

GRDP 

Pearson 

상관계수 

1 -.039 -.035 .027 -.044 .026 .011 -.004 -.019 .021 .018 -.021 

유의확률 

(양쪽) 
 

.087 .127 .243 .059 .276 .645 .877 .404 .359 .440 .363 

N 1890 1890 1879 1890 1811 1724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투표인구수 

(자연로그) 

Pearson 

상관계수 

-.039 1 -.118** -.022 -.095** -.069** -.022 .040 .083** .087** -.353** .006 

유의확률 

(양쪽) 

.087 
 

.000 .275 .000 .001 .292 .052 .000 .000 .000 .776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나이대 Pearson 

상관계수 

-.035 -.118** 1 -.001 .070** -.028 -.004 -.016 -

.127** 

-.078** .090** -.007 

유의확률 

(양쪽) 

.127 .000 
 

.949 .001 .194 .828 .452 .000 .000 .000 .739 

N 1879 2352 2352 2352 2272 2170 2352 2352 2352 2352 235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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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GRDP 

투표인구수 

자연로그 
나이대 

비준 

FTA 갯수 
여/야 투표결과 당선횟수 보수/진보 남/여 

최종 

학력 

농촌 

여부 
무역량 

비준 FTA

갯수 

Pearson 

상관계수 

.027 -.022 -.001 1 -.104** .094** -.005 -.818** -.008 .127** .019 -.020 

유의확률 

(양쪽) 

.243 .275 .949 
 

.000 .000 .793 .000 .706 .000 .367 .320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여/야 Pearson 

상관계수 

-.044 -.095** .070** -.104** 1 .191** .016 .043* -.002 -.061** .090** -.018 

유의확률 

(양쪽) 

.059 .000 .001 .000 
 

.000 .448 .040 .932 .003 .000 .390 

N 1811 2284 2272 2284 2284 2117 2284 2284 2284 2284 2284 2284 

투표결과 Pearson 

상관계수 

.026 -.069** -.028 .094** .191** 1 .043* -.037 .016 -.024 .019 -.075** 

유의확률 

(양쪽) 

.276 .001 .194 .000 .000 
 

.043 .086 .469 .267 .363 .000 

N 1724 2182 2170 2182 2117 2182 2182 2182 2182 2182 2182 2182 

당선횟수 Pearson 

상관계수 

.011 -.022 -.004 -.005 .016 .043* 1 .008 -.005 -.054** .111** -.012 

유의확률 

(양쪽) 

.645 .292 .828 .793 .448 .043 
 

.694 .799 .009 .000 .550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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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GRDP 

투표인구수 

자연로그 
나이대 

비준 

FTA 갯수 
여/야 투표결과 당선횟수 보수/진보 남/여 

최종 

학력 

농촌 

여부 
무역량 

보수/진보 Pearson 

상관계수 

-.004 .040 -.016 -.818** .043* -.037 .008 1 .003 -.096** -.018 -.017 

유의확률 

(양쪽) 

.877 .052 .452 .000 .040 .086 .694 
 

.866 .000 .375 .402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남/여 Pearson 

상관계수 

-.019 .083** -.127** -.008 -.002 .016 -.005 .003 1 .049* -.074** .018 

유의확률 

(양쪽) 

.404 .000 .000 .706 .932 .469 .799 .866 
 

.017 .000 .384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최종학력 Pearson 

상관계수 

.021 .087** -.078** .127** -.061** -.024 -.054** -.096** .049* 1 -.108** .031 

유의확률 

(양쪽) 

.359 .000 .000 .000 .003 .267 .009 .000 .017 
 

.000 .130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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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국제수지

/GRDP 

투표인구수 

자연로그 
나이대 

비준 

FTA 갯수 
여/야 투표결과 당선횟수 보수/진보 남/여 

최종 

학력 

농촌 

여부 
무역량 

농촌여부 Pearson 

상관계수 

.018 -.353** .090** .019 .090** .019 .111** -.018 -

.074** 

-.108** 1 -.001 

유의확률 

(양쪽) 

.440 .000 .000 .367 .000 .363 .000 .375 .000 .000 
 

.948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무역량 Pearson 

상관계수 

-.021 .006 -.007 -.020 -.018 -.075** -.012 -.017 .018 .031 -.001 1 

유의확률 

(양쪽) 

.363 .776 .739 .320 .390 .000 .550 .402 .384 .130 .948 
 

N 1890 2364 2352 2364 2284 2182 2364 2364 2364 2364 2364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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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별 투표결과 교차분석  

 FTA 사안별 투표결과에 대해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찬성일 경

우, 1 으로 코딩 하였고, 적극적인 반대와 소극적인 반대 의사표시

(기권, 결석)를 모두 0 으로 코딩 한 결과이다. 표 12 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각 사안에 따라, 찬성이 많았던 FTA, 반대가 많았던 

FTA 등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 상, 찬성과 

반대에 대한 표결 정의를 실제와 다르게 하였으므로 16 ,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투표수와는 차이가 있다.  

 

[표 12 - 사안별 투표결과 교차분석]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결석) 전체 

0 1 

FTA 

사안별 

투표결과 

ASEAN 상품 153 92 245 

ASEAN 서비스 156 89 245 

EFTA 121 121 242 

EU 139 106 245 

미국 121 124 245 

싱가포르 183 60 243 

인도 157 88 245 

칠레 128 99 227 

페루 109 136 245 

전체 1267 915 2182 

  

  

                                            

16 앞에서 밝혔듯이, 표결의 결과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 조작하였다. 찬성일 경우

와 반대, 기권, 결석을 반대의 의사를 가진 경우로 간주, 하나로 묶어 반대의 경우

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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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로지스틱 분석 결과 

1. 모형의 타당성 

 본 논문은 국회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통상정책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가설을 통해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17을 실시했다. 즉, 어떤 변수의 측정값 

변동을 다른 변수의 측정값 변동에 의해 설명 및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이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데

이터가 주어진 가정 사항을 잘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0 과 1 로 코딩한 값으로, 독립변수

에 따라 유의확률 범위 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니므로, 가설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사

항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Cox 와 Snell 의 R-제곱과 Nagelkerke R-제곱을 살펴보는 방법

이 있다. Cox 와 Snell 의 R-제곱과 Nagelkerke R-제곱값이 각

각 1.0 에 가까운 값일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의 Cox 와 Snell 의 R-제곱과 Nagelkerke R-제곱

이 각각 0.640 과 0.791 이므로 모형 적합도가 높다. 따라서, 본 모

형이 설명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7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존재(1), 부존재(0)의 형태로 되어 있는 종속변수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이것을 추측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구 국회의원의 FTA 사안에 대한 비준 동의안 표결에 대해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반대, 기권, 결석을 모두 0 으로, 찬성을 1 의 형태로 코딩(cod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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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항 로지스틱 결과 

[표 13 - 지역구 국회의원의  통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B S.E Wal 유의확률 P 

지역 선거
구의 특성

변수 

국제수지/GRDP 0.041 0.027 2.346 0.046** 

무역량 

(자연로그) 
-0.059 0.023 6.673 0.010** 

유권자수 

(자연로그) 
-0.148 0.063 5.492 0.019** 

농업지역18 -0.106 0.114 0.852 0.074 

소속 
정당의 기
속성 변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

속정당(여/야)19 
0.937 0.106 

77.82

9 
0.000*** 

소속정당의 이념 

(보수/진보)20 
0.646 0.196 

10.82

6 
0.001*** 

국회의원 당선횟수 0.141 0.051 7.670 0.006*** 

비준된 

FTA 의 갯수 
0.196 0.036 

29.41

7 
0.000*** 

지역구 국
회의원 개
인적 특성 

변수 

국회의원의 성별21 -0.061 0.377 0.026 0.872 

국회의원의 최종학력22 -0.086 0.091 0.912 0.340 

국회의원 나이대23 -0.10 0.008 1.559 0.212 

 상수항 1.549 1.023 2.292 0.130 
 

모형의 

적합도 

-2 Log 

우도 
2141.192 

Cox 와 Snell

의 R-제곱 
0.640 

Nagelkerke 

R-제곱 
0.791 

* P< 0.1,  **P< 0.05,  ***P< 0.01  

                                            

18 농업이 지역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 1 로 코딩하고, 비농업지역은 0 으로 

코딩하였다.  

19 소속정당이 여당이면 1 으로, 야당이면 0 으로 코딩하였다. 

20 소속정당의 대표적인 이념이 보수면 0 으로, 진보일 경우에는 1 으로 코딩하였다.  

21 국회의원의 성별이 남자면 0, 여자면 1 으로 코딩하였다.  

22 국회의원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면 0, 대학교 졸업(중퇴)이면 1, 대

학원 졸업(중퇴)일 경우 2 으로 코딩하였다.   

23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당시의 나이대가 40 대 이하일 경우 0 으로, 50 대일 경우 

1 으로, 60 대 이상일 경우 2 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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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의 FTA 에 대한 표결 선호도가 독립변수에 의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면, 유의수준 p< 0.001 의 범위에

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기속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소속

정당의 여/야 여부, 소속정당의 이념적 성격(진보/ 보수), 국회의원

의 당선횟수, 그 외의 변수인 비준된 FTA 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유의수준 p< 0.05 의 범위에서, 지역선거구의 이익을 나타

내는 변수 중, 국제수지/ GRDP, 지역의 무역량(수출입+수입액의 

자연로그), 투표인구수(자연로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지역 선거구의 이익을 나타내는 변수인 농업지역 여부,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인 성별, 학력, 나이 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

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 선거구의 이익 개념으로 정의 내린 국제수지/GRDP 

변수는 유의수준 p< 0.05 의 범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국제수지/GRDP 가 높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이 FTA 라는 

사안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

다. 지역 선거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 또는 법안에는 찬성하

고, 지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의 비준은 반대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비례 국회의원과는 달리, 출신 지역구의 주민들 

여론에 따라 다음 선거의 당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

역총생산 대비 국제수지의 비율이 0 보다 적다는 것은 지역총생산

에 비해 무역액의 적자가 흑자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

국과의 무역에서 비교우위가 낮은 불리한 지역산업이 주를 이루거

나, 수출보다 수입의 총액이 커져서 외국과의 무역이 지역발전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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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FTA 가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유리하지 않다면, 지역

구 국회의원은 FTA 비준 동의안에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된

다. 지역주민은 장래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이므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둘째, 또 다른 지역 선거구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인 무역량은 유

의수준 p< 0.05 의 범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수출

액과 수입액을 합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 적을수록 반대할 확

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량이 적은 지역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FTA 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유인

이 적어 찬성 보다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유지하고자 반대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지역 선거구의 투표인구수(자연로그)로 나타낸 변수는 p< 

0.05 의 범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많을수록 해당 FTA 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찬성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FTA 가 타결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얻게 되

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협상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 선거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농촌지역 여부는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두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약속하는 협정인 FTA 는 간단하

게 말하면, 다른 국가와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수출하고, 그렇

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타국가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두 국가 모

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는 무역협정이다. 

따라서, FTA 를 하게 되는 상대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가 떨어지

는 국내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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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여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1 차 산업 중 농업은 국

가의 식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타국가에 대한 식량의존도가 

높아져 식량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

라서, 지역 선거구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라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

원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비해 FTA 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대표산

업이 농업이라 하더라도 FTA 비준안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높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된다. 한·칠레 FTA 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칠레와 FTA 가 체결될 경우, 칠레보다 농

산물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해

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농업이라는 특정한 산업만의 이익을 따져 

해당 FTA 의 찬성,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된다.  

다음으로, 소속정당의 기속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 보겠다. 

다섯째,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대

한 변수는 P< 0.0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여당일 경우, 찬성할 확률이 높

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일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

을 보이고,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론에 영향을 받아 찬성할 확

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소속정당의 이념이 진보인가 보수인가에 대한 변수는 

P< 0.01 의 유의확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소속정당의 전

체적인 이념이 진보일 경우, 찬성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무

현 대통령 집권 당시, 진보를 표방하는 새천년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었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여러 국가와의 FTA 를 추진했다. 보수

세력은 현재상황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여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

으려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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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보세력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이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외국과의 통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진보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는 P< 0.0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횟수가 많을수록 정당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지위가 높고,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

도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여덟째, 비준된 FTA 의 개수는 P< 0.01 의 유의확률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미 비준된 FTA 의 갯수가 많을수록 찬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FTA 비준과정을 겪었다

면 외국과의 통상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이해의 충돌을 경

험한 산업이 서로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의 배분 및 손해보전을 위

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성

별, 최종학력, 나이 대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의 성별의 경우,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얻게 되는 지

역구 국회의원은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성별이 본 연구에 통

계학적 의미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학력의 경

우, 고졸 이하, 대졸(대학중퇴), 대학원 졸(대학원 중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나, 대졸(대학중퇴)가 45.8%, 

대학원 졸(대학원 중퇴)가 50.8%로 비슷한 비율로 양분화되어 최

종학력으로 통계학적 의미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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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사례 분석 

 

한국은 1999 년 최초의 FTA 협상을 칠레와 시작한 이후, 싱가

포르, RFTA, 아세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지금까지(2012 년 12 월 기준) 비준된 FTA 를 대상으로 실

증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FTA 는 체결하는 국가와의 정치

적 문제, 역사적 문제 등 경제적 문제와는 다른 사안에 의해, 국회

의원의 FTA 에 대한 선호가 바뀔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농

산물 개방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한·칠레 FTA 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한·미 FTA 가 이 같은 성격을 가장 잘 드

러낸다. 따라서, 위의 두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의원이 이 두 FTA

의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본 연구가 시도한 변수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또한 국회의원이 

비준통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

면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겠다.  

 

제 1절 한·칠레 FTA 비준과정상의 갈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2003 년 2 월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함

으로써, 정부간 협상은 종료되고, 국내에서의 비준절차만이 남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1994 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당시,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민들 역시, 농산물 개

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협상을 다시 해

야 한다거나, 협정이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식량 식민지가 된다

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국내에서의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비준안은 1994 년을 넘기지 않고 통과되었

다(유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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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농업분야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으므로, 비준과정에서의 진

통이 예상되었다.  정부 간 협상과정에서부터 이미 농민들의 큰 반

발이 계속되었다. 농산물 개방의 정도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했으나, 이미 한 차례 협정을 경험한 농민들

은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다(이규영·정하용, 2012). 시기적으로 정

치적 상황, 즉 대통령 선거와 총선시기가 맞물리면서 농민들의 저

항이 강해졌다.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정부 간 협상이 완료되더라도 

비준은 절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내보였고, 정부 입장에

서는 최초로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체결되지 못할 경

우, 현재 준비 중이거나, 앞으로 체결 예정인 자유무역협정에 악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 통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국회의 입장은 양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 과정

에서조차 정확하게 표명되지 않았다. 당론 역시 정해진 바가 없어

서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포도와 같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발언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이러한 정당 내 분위기는 정부간 협

상이 끝마칠 무렵까지도 별 다를 바가 없었다.  

각 당의 지도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총선을 의식하여 당

론마저 결정하지 못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

적인 발언만이 되풀이되며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영남지역 태풍 매미의 피해로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당론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정부가 농민단체를 충분히 설득하여, 농민단

체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한 후, 그들의 동의를 얻어 비준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신당과 분리된 상태에서 차

츰 야당의 성향을 나타내며 비준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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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고 있었다. 사실상의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신당조차도 

소수여당으로 확고한 지위를 갖지 못하였고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제 4 차 협상이 끝

나기 이전까지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 혹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였다. 

그러나, 협상이 본격화되고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점차 거세지면서 

국회의 입장도 다소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국

회는 자유무역협정 정책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입장표명도 없었다. 이것은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추진이 행정부 주

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변우현, 200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은 2003 년 7 월 8 일에 국회

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비준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전국농민연대(전

농연) 소속 농민단체는 국회가 절대로 비준을 해서는 안된다며 국

회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 농민단체의 압력에 마지못해 서명한 국

회의원들도 많았다.  

국회의원들은 대외신임도와 해외시장개척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알고 

있었지만, 농민들을 의식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찬성 입장

을 지닌 의원들도 의사표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4 년 봄

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의 표를 의

식하여 그들의 편을 들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은 

협상을 잘못했다거나,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반대입장을 강조하는 추세였으며, 도시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었지만 역시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하

여 적극적으로 찬성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였다(강장석, 2012).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행정부의 일변도로 통상정책이 운영

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면에 국회는 적극적으로 통상정책에서 역

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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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

로 규정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과 집행은 다른 정책분야와 다를 바 없이 의회의 형식적인 감

독과 통제만이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상정책의 결정

과 집행에서 행정부 우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김석우, 1998).  

이러한 점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농민단체에서 총선이 눈앞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강력한 비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

회의원들 또한 국가 전체를 생각할 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농민들의 표

를 의식하여 정부보다는 농민 편을 들어 비준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2004 년 4 월에 있을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었기 

때문에 2003 년 정기국회에서 과연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정부 내에서도 많았다. 그러나 비준안

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점차 비등해져 갔다. 비준안의 

통과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자 지지집단의 활동도 가시화되기 시

작했다. 또한 칠레가 2003 년 8 월 26 일 하원 의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비준안이 예상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자, 당정협의가 아닌 새로운 틀

에서 대국회 호소를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농민단체들과 국회의 

요구에 맞춰 몇 가지 추가대책을 제시했다. 외부 변수의 변화와 함

께 정부가 이면보상의 규모를 확대해나가면서 정부로서는 국회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국회의 관심사는 무엇이었

을까 하는 질문에, caves(1982)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에서의 승리이

므로,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다. 예컨

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는 국가의 통상이익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대외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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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이익만을 반영하면 된다. 

국회의원의 정치력은 지역구 선거구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따

라서 지역구 산업이 수입에 의해 피해를 보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제

출한 지 5 개월이 지난 2003 년 11 월까지도 국회 차원에서 실질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협정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주된 이유는 비준안이 제출된 이

후에 높아지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항의와 그로 인해 내년 총선에

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상임위원

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의

원들을 중심으로 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농가지원대책에 초점이 맞

춰질 뿐이었다.  

정당차원에서는 애당초 당론을 정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

나 국회 본회의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의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대 국회 대책을 세우고 이헌재 부총리 겸 제정경제부 

장관이 야권에 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 국회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헌재 부

총리는 자신의 취임날에 국회를 방문하여 야당 지도부에 대해 

FTA 비준을 당론으로 정해 네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4 년 2 월 16 일에는 비준안이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

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한 정당들도 당론을 정하기 시작하였

다. 민주당은 농업의 비중이 컸던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삼고 있었

으며, 사상 초유의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

정이 남아 당 내부에서는 비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

나 비준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당론 자체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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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함으로써 비준 반대에 대한 여론

의 비판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2003 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확정하였

다. 24 

그러나 농민단체들의 압력이 여전히 남았던 만큼 야당 농촌 출신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도 가

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의 비준동의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2004

년 초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5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상

당 기간 동안 계류되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한국경영자총협

회(경총) 등의 회장으로 구성된 소위 ‘재계 5 단체장’의 이름으

로 조직된 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애당초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의 지지집단으로서, 한국과 칠레 간의 무역규모가 그리 크

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의 위축이 우려될까 

조심스러운 태도로 관망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첫 자

유무역협정인 만큼이나 지지집단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정

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

해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 단체는 비준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2003 년 7 월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2004 년 2 월 비준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

계 5 단체장의 명의로 발표된 대정부 정책 건의문건이 총 5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24 연합뉴스, “우리당 FTA 비준안 찬성당론 확정”, 2003.12.30. 

25 연합뉴스, “FTA, 파병안 막판 진통”,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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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만나 수시로 자신들의 정책 선호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국

회의원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제 2절 한·미 FTA 비준과정상의 갈등  

 한·미 FTA 는 2006 년 5 월 노무현 정부 시절 협상이 시작되

어 2011 년 11 월 26 일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비준에 동의함에 

따라 5 년여에 걸친 긴 여정 끝에 2012 년 발효하게 되었다. 한·

미 FTA 는 협상과정에서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섬유, 스크린 

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갈등사안이 혼재해 있었고, 그 중

에서도 국민들의 큰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낳았던 미국산 쇠고기

의 수입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는 한국의 경제

적 발전, 한국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그리고 동아시아 정치구

도에서 한국의 입지 확보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고려에 기반하

여 한·미 FTA 를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다양

한 경제권과 FTA 를 추진하여 점차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경

제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촛불시위

를 강행하였고, 이는 한·미 FTA 의 양국 의회 비준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었다(모종린·최병일, 2004). 

 한·미 FTA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나마 국민 모두 이

해하고 있었으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갈수록 한·

미 FTA 에 대한 적대심이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이는 한·미 

FTA 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적 환경과 국외적 환경이 여타의 FTA

와 다르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국내적 환경으로, 촛불시위가 발발한 2008 년 4 월은 정권교체가 

일어난 직후 한국의 새 정부가 대미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였다. 즉, 

소위 10 여 년 간의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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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고, 한국의 국내정치, 경제정책은 물론 대외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전략적 방향에 대한 재설정 논의가 

점차 시작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안들이 과거와는 

매우 다른 함의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노무현 행정부는 한미관계에 있어 냉전기, 그

리고 탈냉전기 초기 10 년간의 한미관계와는 맥락을 달리하고 있

었다.(전재성, 2011) 노무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외교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전략적 비전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

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노 행정부가 주창한 외교전략 비전으로는 

균형적 외교, 수평적 한미동맹,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적 균형자 역

할, 보편적 가치 외교, 동북아 다자주의 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정

착 등 한국이 추진할 장기적 비전에 관한 논의들이었다. 이러한 수

평적 한미관계 추진이라는 대 전략 아래에서, 한미동맹 구조 재조

정이라는 과제를 추진해왔다. 한미동맹의 기지이전, 한국군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핵 문제

에 따른 동맹태세 변화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즉, 한·미 FTA 는 위와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한미

관계의 전략적인 현안 문제와 더불어, 한국정권 교체로 인한 국내

적 환경 변화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미 FTA 는 미국특이 먼저 관심을 보인 협정이었다. 2004

년 5 월 미국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같은 해 11 월 칠레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할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어 2005 년 2,3,4 월 세 차례 사전실무점검회의

를 개최하였지만, 어떠한 진척도 이끌어 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미

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요구, 스크린 쿼터 축소 등과 한·미 FTA

를 연계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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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회의원은 한·미 FTA 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관계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적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되었다. 한·미 FTA 의 비준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표결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여타의 FTA 와

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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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 1절 분석결과의 요약 

 

16 대 국회 중반(2002 년 11 월 12 일) 이전에는 본회의에 회부

된 모든 안건은 표결방식에 있어서, “만장일치”를 요구했다. 즉, 

전자표결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방법

은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이의 있습니까’를 묻고 단 1 인의 의

원이라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가결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이런 표결 방법은 일종의 집단적인 의결방식으로, 국회의원의 자

율적인 투표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간

적 범위에 해당하는 2004 년에는 본회의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

해서 전자투표가 실시되면서 ‘표결 규칙이 강요한 만장일치’는 

불가능해지고, 예전과 같은 형태의 날치기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의원들은 적어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날치기 처리는 불가능해졌으나, 국회의원 본인의 법안에 

대한 선택이 국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언제 누구에 의해서나 열람

이 가능해졌다. 즉, 정당의 지도부도 국회의원 개인의 표결을 알 

수 있고, 소속 지역의 주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눈치도 봐야 하고, 정당의 압력도 견뎌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표결로 바뀐 이후, 국회의원의 표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FTA 와 같이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법안일수록 국회

의원이 느끼는 갈등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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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상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할 

때, 영향을 받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지역구의 이익이 표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를 시작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의 기속성보다

는 소속 지역의 이익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정당의 기속성과 소속지역의 이익은 상반되어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하는 양자택일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과 지역이익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경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지도부에게 신뢰를 얻으면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을 약속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

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재직기간 중에 지역의 

이익을 도모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FTA 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소속된 지역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느냐 손해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2. 정당이 표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정당 정치는 당 총재와 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자원독점 

등으로 인해,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정치적 자원 중 대표적인 것은 후보자 공

천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공천과 선거조직 및 자금지원 등을 

정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그리고 각 정당의 권력구조 상,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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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에 있는 정당의 지도부가 정치적 자원을 독점하고, 나머지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절대적으로 복종했고, 당론을 이탈

한 의원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강도 높은 처벌과 불이익을 감

수해야 했다.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받는 정당으

로부터의 압력의 정도는 적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정당

의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통상정

책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당론에 영향을 받

는다.   

  

 

3. 국회의원 당선횟수가 표결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원은 4 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4 년 뒤 다시 선거

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당선횟수가 적다면 정당의 정치

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정당의 눈치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

고, 당선횟수가 많다면 이미 정당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클 것이

므로, 권력을 휘두르는 당의 중심부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선횟수가 통상정책 비준 법안에 

대한 선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그 밖에 표결에 미치는 영향  

 위에 언급한 세가지 영향 요인 이외에 국회의원 개인적 특성인 

나이, 성별, 최종학력과 지역구의 특성인 해당지역 투표 인구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FTA 의 비준안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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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자신

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를 바란다. 지역주

민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민은 국회의원이 우

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나, 몇몇의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기 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보거나, 국

회의원 자신의 이익에 합치되는 행동을 한다. 4 년 뒤 다시 국회의

원 선거가 있지만, 유세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의지와 열

정은 당선 뒤 사라지고 만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과 정당의 당론

에 모두 영향을 받아 통상정책의 선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은 통상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이슈와 

관련된 법안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아 선호를 결정한다. 통상정책에 국한된 분석결과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

다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고무적인 결과일 수 있다. 유권자의 입

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면, 정치문화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으로부터 받는 압력보다는 작지

만,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정당의 당론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여전히 정당중심정치이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신

뢰를 얻고, 공천을 따고, 정당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과 정당의 당론 둘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입장이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을 모

두 염두에 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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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1.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각 FTA 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시점이 기준점이 되어, 그 당

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러나, 외국과의 협상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바뀌기도 하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의 국회의원과 FTA 에 

관한 생각이 다른 국회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

회의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동일성 유지가 이루어지

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 년 한 해 동안 FTA 비준 동의안이 3 개가 통

과 되었는데,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가 순서대

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일한 국회의원이 유지되었는가가 문

제된다는 의미이다.  

 

2. 법안의 성격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법안의 성격이 통상정책이 아니라 다

른 분야의 정책이라면, 연구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복지정책이나 치안관련 법안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표결에 있

어서 영향을 받는 요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상정책에 한정하여서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GRDP의 지표로서의 한계  

GRDP(지역 내 총생산)는 GDP(국민총생산) 지역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RDP 와 1 인당 GRDP 를 각각 지역경제규모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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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익에 대한 정의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로 GRDP 를 선택했

다.  

그러나 GRDP 도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전국 시도의 1 인당 GRDP 통계를 보면 상식적인 예상

과 크게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 년 기준 1 인당 GRDP 가 

제일 높은 곳은 울산이고 충남, 전남, 경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서울의 1 인당 GRDP 는 5 위에 불과하고 전

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큰 차이가 없다. 평균적으로 서울 사람들

이 전남 주민들보다 가난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GRDP 집계방식에서 찾을 수 있

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공장에서 상품이 출고될 때 부가가치세

와 교통세를 징수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GDP 와 

GRDP 를 추정한다. 그런데 작은 업체는 별 문제가 없으나 대형 제

조업체의 경우 본사는 대도시에 있고 공장은 중소도시에 있는 경

우가 많다. 이 경우 본사에서 기획, 마케팅, 연구개발 등 많은 일을 

해도 GRDP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일

수록 이런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GRDP 추정방식으로도 어차피 본사와 공장이 모두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전국 지표인 GDP 추정에 문제가 없지만 GRDP 는 지역 간 

비교에 부적합한 자료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GRDP 가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으나, 

GRDP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는 지역이익을 대표할만한 지표는 아

직까지 없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GRDP 를 변수로 설정한 이유이

기도 하다.  

 

4.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 

 각 지역은 그 나름대로의 주력산업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

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외국과의 무역에서 지역경제가 살

아 남는 방법은 주력산업을 키우고, 개발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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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역이익을 “국제수지/GRDP”로 설정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산업별 비교가 이루어져, 각각의 FTA 별로 지역중심 

산업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더라면, 그 의미가 더 큰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단위의 시·군·구별로 주

력산업을 판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주력산업이 있다 하더

라도 지역별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아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산업별 비교가 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지표가 개발된다면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FTA의 성격 

 각각의 FTA 에 따라, 처해있는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 다

르다. 상대국가가 어느 국가이냐에 따라 국내적 갈등이 심할 수도 

반대로 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의 경우, 미국이라

는 상대국가의 특수성과 쇠고기 수입문제가 결합하여 심각한 국내

적 갈등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여러 

번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고 2011 년 11 월

에 비로소 통과가 되었다. 이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여론,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싸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FTA 사안에 따라 내재되어 

있는 특성에 영향을 받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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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Member’s Preference for the Trade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lawmakers in electoral districts 

from the 16
th

 to 18
th

 Assembly Terms- 
 

Shin, Mi Hy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whether lawmakers in 

electoral districts dominate party and district interests to vote in 

ratifications of the trade policy. In this sense, this study acutely sees 

the necessity of discussing it.  

This study proposes two hypotheses based on those discussion and 

precedent studies: lawmakers in electoral districts will vote to the 

preference of trade policy influencing party and district interests. In 

other words, it is quite probable that District legislatives vote to 

consent as regional interests are high and as they have much more 

power in party. 

I specifically investigated if there is the influence of diverse factors. 

To analyse this issue, I used the factors as follows. I selected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volume of trade, population of electorate, the area of rural 

industry as character of interests in district.  

Also, I determined party factors that there are the ruling/ opposition 

party, the party policy, frequency of winning, party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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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a dependent variable is the voting decisions at each 

ratific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That means district legislatives 

decide to consent, dissenting vote, abstention and absence.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volume of trade, 

population of electorate, the area of rural industry, the ruling/ 

opposition party, the party policy, frequency of winning, party 

ideology.   

I conducted a descriptive analysis, cross tabulation,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to verify the study hypothesis. In specially, I 

analyzed case study about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shows that it is quite 

probable that District legislatives vote to consent as regional interests 

are high and as they have much more power in party. 

Judging from this study, I learned that the trade policies should not 

only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in region, but also 

party discipline.  

This study has limits that it could not comprehend the suitability of 

GRDP, consistency of district legislatives, character of each FTA. 

Consequently, I expect that processing of a representative industry of 

district analysis in the future, the follow-up study on various 

categorized policies. 

 

Keywords: District Legislatives, Trade policy, interests of region, 

GRDP, party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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