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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과거

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상임위원장의 정당 배분을 둘러싼 갈

등은 상임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기능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과 함

께,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안건 자체의 내용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과 같은 입법참여자 특성이 안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정치현상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국회 상

임위원회 법안처리 과정에 있어 주요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

원회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제20대국회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

회에 회부되어 가결된 240건의 의원입법안을 대상으로, 발의자 및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의자의 선수

(seniority), 발의자의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와 같은

주요 특성이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던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및 선수, 발의자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의 경우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는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아닌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중 발의자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는 상임

위원회 법안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자체보다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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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법안의 심사난이도, 각 법안소위 고유의

회의 진행 분위기 등이 법안처리 기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안의 내용에 대한 공개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안소위 회부과정에서 입법참여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은 법안심사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안자동상정제의 예외 조항의 적용을 최

소화하여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법안소위 회부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을 가급적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법안소위 심사과정의 경우 정치환경이나 제도적 영향력으

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법안소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법안소위

소속 위원들 간의 민주적인 숙의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안소위가 상임위원회의 입법 기능적 측면에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입법참여자, 발의자, 법안소위원장,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법안처리 기간

학 번 : 2019-2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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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우리나라 국회는 제6대국회 이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상임위

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지난 제20대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서 부결된 사례는 2건에 그치고 있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

부된 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절차를 거쳐 다시 상임위원회 내에서

별도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라 한다)에 회부된다. 이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법안소위에

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개 별다른 수정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

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 운영 관행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출 이후

원구성 때마다 상임위원장의 정당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

며, 이러한 갈등은 현 제21대국회 원구성 시에도 주요 정치이슈로 부상

하였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의 정당 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간 첨

예한 갈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약 180석의 의석을 가진 여당에 의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를 여당이 갖는 것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 의석수 비율로 나누어 갖고, 상임위원장 배

분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제21대국회 전반기 2

년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야당이 맡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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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상임위원장의 정당 배분을 둘러싼 갈등

은 국회의 입법 기능 측면에서 상임위원회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이며, 국회의 의사결정 시 안건 자체의 내용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장의 소속 정당과 같은 입법참여자 특성이 안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현

상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상임위원회의 주요 입법참여자라 할 수 있는

발의자와 법안소위원장의 특성이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입법활동의 지표로서 법안처리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기왕

통과될 법안이라면 신속한 심사를 통해 현재의 정책 문제에 적시성

(timeliness) 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중요

한 요소가 된다는 점(박형준, 2012),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

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아 향후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18대국회에서 「국회법」개정을 통해 의안자동상정제,1) 안건

신속처리제2) 등 각 입법단계별로 일정한 입법기한을 설정하는 절차가

도입되면서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국회의 입법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 제20대국회 후반기의 국토교통위원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어 가결된 240건의 의원입법안

중심으로, 발의자 및 법안소위원장의 정당, 발의자의 선수(seniority), 발

의자의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와 같은 주요 특성이 상임위원

1) 의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숙려기간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자동상정된다(「국회
법」 제59조의2).

2) 안건신속처리제에 따르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국회법」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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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차원에서 입법과정 영향요인을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의 실질적 의사결정이 상임위원회 내에 구성된 법안

소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입법참여자

의 특성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에서의 법안심

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법참여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향후 상

임위원회의 입법기능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입법참여자의 입법전략

적 관점에서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주요 입법참여자인 법안발의자와 법안소위원장의 특성이 이

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려는 것이며, 이에 여러 상임위원회 중 제20대국

회 후반기(2018.7.13.∼2020.5.29.)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원입법안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입법참여자 특성의 영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 법안처리 기간이 최근으로 올수

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국회를 제외한

가장 최근 시점의 법안처리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제20대국회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20대국회 중 후반기에 한해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임기 4년

을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나누어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에 동일 상임위원회라 하더라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인적구성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 미치는 입법참여자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분리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으며, 보다 최근 시점인 제20대국회 후반기를 분석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 4 -

여러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제20

대국회 기준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접수법안이 전체 상임위원회 중 세 번째

로 많아 입법기능적 차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보았으며,3) 또한 여

당 의원이 소위원장인 법안소위(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야당 의원이 소

위원장인 법안소위(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어 주요 입

법참여자인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가 법안처리 기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주요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처리 기간 및 법안처리 지연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과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으로 설정하고,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의 경우 다시 법안소위 회부기

간과 법안소위 처리기간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변수는

주요 입법참여자인 발의자 및 법안소위원장의 특성으로서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선수(seniority) 및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안소위

소속 여부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 모형을 설정한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제20대국회의 총 접수법안 건수는 24,141건이며, 이 중 상임위원회별 접수법
안 순위는 행정안전위원회(3,051건), 보건복지위원회(2,590건), 국토교통위원회
(2,250건), 환경노동위원회(2,145건), 기획재정위원회(2,119건)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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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상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논의의 연구대상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이론으로 미국 의회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상

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이익분

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 3가지 이론이 있다.

먼저, 이익분배이론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선

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Fiorina, 1987; Shepsle and Weingast, 1987; Weingast and Marshall,

1988; 박윤희, 2014; 최준영·구본상, 2018). 이 이론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이익을 가져오는 활동이 필요하고, 이

에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보다 많은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여 본회의로 상정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온 법안은 수정제한적 규칙

(restrictive rules)4) 및 문지기 권한(gatekeeping power)5)이라는 상임위

원회 간 호혜주의적 관례를 통하여 본회의에서 부결이나 수정 없이 최종

가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동질적인 정책 선

호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끼리 모이게 되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은 의원 자신의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재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

4) 상임위에서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가하
기 어렵게 한 제도

5)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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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시각이다.

다음으로, 정보확산이론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정책 분야별로 전문가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보

다 정확한 정보를 본회의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

사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Krehbiel, 1991; 박윤희, 2014; 최준영·구본상, 2018). 즉, 상임위원회 제

도는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본회의에

제공함으로써 본회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고 본

회의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각 상임위원

회 구성원은 전체 의회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적 정책지식을

축적하는 본회의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끝으로, 정당이익이론은 상임위원회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속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Cox and McCubbins, 1993; 박윤희,

2014; 최준영·구본상, 2018). 이 이론에 따르면, 의원 선거에 있어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에 대한 평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정

당의 의정활동 성적에 직결된다. 이에 정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정

당의 평판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정당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통제하며, 개별 의원들은 정당 지지

도를 높여 소속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

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속 정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입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당 중심의 의정활

동을 수행하며,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정책적 선호는 정당의 선호를 반영

한다. 즉, 상임위원회는 정당 활동의 연장이고,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연

장선에서 정당 정책 실현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최준영·구본상(2018)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존 세 가지 이론들

을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에 비추어 분석한 결과, 이익분배이론이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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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론은 적실성이 떨어지며, 정당이익이론이 한국의 현실과 가장 부

합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이익분배이

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를 자유롭게 선

택하여 들어갈 수 있는 자기선택적 배정 과정이 존재하고, 선택한 상임

위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

별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고, 2년 단위로 상임위

가 재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또

한, 정보확산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구성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본회의의 선호에 따라 내려져야 하나, 실제로는 그 절차

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상임위

구성 시 본회의의 역할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

으로 보았다. 동 연구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당이익이론의 적

합성을 지지하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은 같은 당 소속 다른 의

원들과 이념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차이를 보인다 하더

라도 거의 정당의 이념적 방향과 일치하고, 또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정당의 이념적 성향이 보다 강하게 반영된 상임위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국회 현실에서 정당이익이론의 적실성을 지지하는 상기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의원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은 소속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임위원회 내의 주요 입법

참여자인 발의자와 법안소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선호를 반영한 선호 체

계를 갖게 되며, 소속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입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

도록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발의자 및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를 주요 입법참여자

특성으로 보아 소속 정당 특성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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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 개관

1.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

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부의될 안

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설치되며,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심사하

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

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대비된다.

상임위원회의 개회요건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

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제52조).

상임위원회의 정족수 요건을 살펴보면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한다(「국회법」제54조).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국회법」 제57조제1항), 법안 심사를 위해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57조제2항). 또

한,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

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57조제6항).

본회의에서 모든 의제들을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것처럼 소위원회 역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모든 의제들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

인 심의를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내영·김현우, 2014). 실제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상정과 법안소위 회부,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안에 대한 의결 등 형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안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와 의결은 대부분 상임위원회 내에서 구성된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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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입법절차

입법절차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법안의 입안·제출과정, 국회에서의 심사·의

결과정, 법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단계로 구성된다.

의원발의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연서하여 국회의

장을 제출한다. 상임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하게 된다.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

회에 회부한다. 의장은 의안을 회부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

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법」제85조). 이를 소위 ‘직권상

정’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법」제49조제2

항).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안․전부개

정법안․폐지법안의 경우에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

으며(「국회법」 제59조), 이를 숙려기간이라 한다.

또한,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

는 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는데(「국회법」 제59조의2), 이를

의안자동상정제라 한다. 의안자동상정제는 여야대립이 첨예한 의안의 위

원회 상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과 의사파행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전진영(2015)에 따르면, 제18대 국회 전반기와 제19대 국회 전반기를 대

상으로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안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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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제의 시행 이후로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평균 20일 단축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자동상정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6)으로 인해 위원회별 상정기간에 큰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우선 법안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에 관하여 대체토론을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안의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

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대체토론이 완료되면, 법안을 법안소

위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안은 법안소위

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법안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법안소위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위원회는 축조심사를 거친 후 원안의결

/수정의결/폐기/대안의결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전체 위원회 심

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체계의 심사란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의미

하며, 자구의 심사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의미한다. 법제사

법위원회는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끝낸 후 그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

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

사 결과를 포함한 법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거나 제안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6)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
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
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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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소속 의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그

법안에 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법안은 국회의장

이 정부에 이송한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

다. 대통령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

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 법

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본 논의에서는 상기 국회의 입법절차를 참조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처

리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실질적으로 이

루어지는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법

안처리 기간을 다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된 날까지의 기간(법안소위 회부기간), 법안소

위 고유의 심사기간(법안소위 처리기간)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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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회의 입법과정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법안가결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가결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분석대상에 따

라 본회의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 상임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

소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본회의를 분석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현우(2005)는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분석을 통해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을

고려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지키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이나 자신의 이념보다 지역구

이익을 우선시함을 확인하였다.

전진영(2006)은 제16대 국회 전자표결 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토

표행태(voting behavior)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원의 소속정

당, 출신지역구, 이념성향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국회

내 투표균열의 다차원성을 입증하였다.

이현출(2009)에 따르면, 의원입법의 가결률과 관련하여 4선 이상인 의

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선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

는 여당이 야당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비

교하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문우진(2010)에 따르면, 제16대국회와 제17대국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의정경력 법조경력, 관직경

력 등의 개인적 배경과 무관하며, 그보다는 원내 정당 간의 역학관계와

소속 정당의 여당 지위, 의회 요인이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한수(2012)는 입법 생산량이 아닌 입법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

부 구성 형태가 입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단점정부에 비해 분점정부가 더 낮은 입법 생산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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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김준석(201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원

안 가결되는 경우보다는, 위원회 혹은 본회의의 수정을 거쳐 가결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표로 발의된 법안은 원안 그대

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다른 법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기·전승훈(2013)은 의원입법 발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안은 정부제출 법안에 비해 낮은 가결률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형평성 제고 목적 법안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법안에 비해

법안 발의의 목적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전진영(2014)에 따르면 제19대국회 전반기를 대상으로 입법활동을 분

석한 결과 위원장과 간사 모두 일반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높게 나타났

으며, 원내지도부 지위가 국회의원의 입법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임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경미

(2009)는 법안발의는 의원의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선호 상임위에 집중되었으며, 법안의 가결에서도 의원 법안이 자신이 소

속한 상임위에 상정되었을 경우,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서현진·박경미(2009)에 따르면 의원발의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는 정당과 지역구 그리고 상임위원회 요인이었다. 여당 소속의

원이거나 지역구 출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야당 소속의원 또는 비례대

표 출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 더 많이 가결되었고 이들의 가결건

수가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많았으며,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발의

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치할수록 가결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박윤희(2014)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으로서 의원의 여당 변수, 공동발의

자 변수와 정보확산 요인으로서 발의자의 상임위원회 소속 여부 변수는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4개 상임위원회 법안 가결에 있어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적 요인으로 우수입법 의원

변수, 이익분배요인인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정당이익요인인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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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변수는 제18대국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박상운(2015)은 제17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의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을 중심으로 의원의 입법활동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표발

의 법안건수에 있어서는 정치후원 모금액이 많고 상임위원, 야당의원일

수록 법안 발의수가 높은 반면, 선수가 높고 극단적 이념성향을 가진 의

원일수록 법안 발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안 가결률에 있

어서는 지역구의원보다 비례대표의원이 높게 나타나고, 의원이 자신과

친분관계가 높은 동료 의원들을 통해 법안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는

지(인접 중앙성)와 한 의원이 몇 명의 영향력이 높은 동료 의원들을 공

동 발의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지(위세 중앙성)가 법안 가결에 있어 중요

함을 지적하였다.

이지형·박형준(2019)에 따르면, 제19대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가

결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표 발의자의 특성 요인인 선수(seniority),

선출형태, 공동발의자 수, 법안의 이슈강도, 예산수반여부, 쟁점법안 여부

가 법안 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의원의 언론·미디어 노출 빈도수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안소위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법안가결 영향요인에 대해 분

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은실(2012)은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의 소위

원회 회의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문성과 당파성, 타협성, 대표성 등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며 법안의 특징에 따라 이들 변수들이 법안

가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내영·이현우(2014)에 따르면 제18대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 법안심의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법안소위 소속 의원의 상임위

법안가결률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높다는 점과 법안소위의 결정이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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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처리 기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국회의 입법과정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법안가결 영향요인에 대

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안처리 기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목진휴(2009)에 따르면, 제14대국회부터 제17대국회까지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이

있는 선거 해와 다수당이 상임위원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안의 통과기간이 짧아진다는 점, 법안이 의원발의인 경우 또는 제정법

안인 경우에는 법안의 통과기간이 지연되는 점, 법안이 국회의 전반부에

제안될 경우 법안 통과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

하였다.

박기목(2010)은 제14대국회부터 제17대국회까지 통과된 법률안들을 대

상으로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속도를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법률

안 처리속도를 비교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법률안의 처리속도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법안 발의시점, 대선, 법안의 종류, 상임위

원회 여당의원 비율, 법안 처리건수, 국회구성(여대야소 등)의 요인이 영

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인석·박형준·권기현(2013)은 법안의 통과기간에는 규제대상집단의 권

력성이 높을수록 대상집단의 저항과 로비를 통해서 지연이 이루어짐에 따

라 법안통과기간이 길어졌으며, 법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집단의 이미지

가 좋은 경우 법안통과기간이 짧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신현기(2013)는 김영삼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대통령의 정책의제를

반영한 ‘대통령법안’을 선정하여,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소요시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이 여야 의원을 자주 만

날수록,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법안 중에서 기존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

한 법안이 많을수록, 이익집단과 관련된 법안이 적을수록 통과가 빨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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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가 있거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통과 소요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더

기입법 현상이 발생하는 4분기에 법안이 제출됐을 경우에는 통과 소요시

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민경(2014)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어느 한 요인이 중요하다기보다 법안의 특성 요

인, 법안처리과정 요인, 정치환경요인, 발의자 요인, 지원기관 요인 등 다

양한 요인이 다차원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국회의 법안처리 기간에 대한 연구 외에도 지방의회의 조례안의 처리

기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혜윤(2018)은 경기도 제8대의회, 제9대의회에서 제안된

의원발의안을 대상으로 조례안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례특성인 처리결과(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제･개정 여부 등은

조례안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대표발의자의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 조례안의 정치적 지지 수준은 상임위원회와 본회

의 그리고 전체 처리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치적 갈등 수준은 본회의에서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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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의의 및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절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의 입법과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안처리 기간보다는 법안의 가결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법안처리 기간 추이를 살펴보면, 법안처리 기간은 최근

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양금승(2016)의 분석에 따르면 제19

대국회(2016년 3월 24일 기준)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0일을

기록하여 제15대국회 210.1일, 제16대국회 272.9일, 제17대 국회 413.9일,

제18대국회는 485.9일과 비교하여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제

19대국회의 입법효율성이 그 이전 국회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20대국회 입법활동을 분석한 전진영(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전체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577.2일이고, 정부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412.9일, 의원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624.1일인 것으로 나타나

제19대국회보다 법안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안이 상임위원

회에 회부된 후 상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117.0일,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기까지 평균

적으로 약 135.3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제20

대국회 법안의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52.3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7) 다만, 전진영(2020)의 연구에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되는 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 산출 시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법안을 대상으

로 산출한 반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

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산출 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 법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기간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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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15대국회∼제20대국회 평균 법안처리 기간 변화 추이

역대 국회별 법안처리 기간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종합하면, 제18대국

회에서 「국회법」개정을 통해 의안자동상정제, 안건신속처리제 등 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법안처리기간 증

가 추세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에 대한 적시성(timeliness)

있는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안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참여자 요인을 규명

하는 것은 정책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상임위원회의 입법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참여자의 입법전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

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회 본

회의 차원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한 분석 대신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 법안처리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법안심

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상임위원회 내부에 구성된 법안소위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바(김내영·이현우, 2014), 법안소위에서의 법안심사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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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에 대한 영향 경로를 세부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차원에서만 법안처리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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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주요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처리 기간 및 법안처리 지연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여기서 주요 입법참여자에는 일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발의자가 포함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안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는 상임

위원회 내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법안소위의 위원장은 회

의 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법안소위원장을 주요 입법참여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입법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

임위원회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연장선에서 정당 정책 실현의 대리인으

로 활동한다고 보는 정당이익이론에 근거할 때 발의자의 소속 정당과 법

안소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법안심사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

으로 보고 본 연구대상의 주요 입법참여자 특성에 포함하였다.

또한, 다선의원일수록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지위

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내지도부 지위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전진영, 2014) 및 선수가 높을수록 입

법과정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이지형·박

형준, 2019) 등을 고려할 때 다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서의 입법과정

에서의 지식과 경험, 정치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보

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입

법참여자의 특성으로 발의자의 선수(seniority)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발의자 소속 상임위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 일치 여부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서현진·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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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박윤희, 2014) 및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법안가결률이 다른 의원

들보다 높다는 선행연구(김내영·이현우, 2014) 결과를 참조하여 발의자의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도 주요 입법참여자 특성에 포함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날부터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하 ‘법안소위 회부기간’이라 한다)과 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된 날부터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하 ‘법안

소위 처리기간’이라 한다)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의 핵심적 절차인 법안소위 심

사과정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법안소위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

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도 영

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의 적시성 문제

와 관련되는 것은 법안처리 지연 현상이기 때문에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법안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법안처

리 기간 평균치를 중심으로 평균보다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이 짧은

법안은 미지연법안, 평균보다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이 긴 법안은 지

연법안으로 구분하여 또 다른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 입법참여자 특성

이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우선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방향과 이념적 지향을 같이

하고 있고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입법절차상 편리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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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가 성안한 법안이 여당의원의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는 소위

‘청부입법’ 또는 ‘우회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고려할 때,

발의자가 여당인 경우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러한 예상은 발의자가 여당일 경우 법안 가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서현진·박경미, 2009; 박윤희, 2014)와도 맥

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가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1> 발의자가 여당 소속인 경우가 야당 소속인 경우에 비

해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법안소위 회부기간

또는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발의자가 여당 소속인 경우가 야당 소속인 경우에 비

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

을 것이다.

다음으로, 발의자의 선수(seniority)와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당선횟수가 많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법안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다선 의원의 경우 입법과정에서의 지식과 경험, 정치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발의자의 선수가 법안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의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1> 발의자의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

간(법안소위 회부기간 또는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짧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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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2> 발의자의 선수가 높을수록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지연

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와 관련해

서는 발의자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심사 일정 등에 관여하기가 용이하므로 보

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

회에 소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안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법안소위 심사 시 자신의 법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거나 긍정

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안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여부가 법안의 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서현진·박경미, 2009; 박윤희,

2014)나 법안소위 소속 의원의 상임위 법안가결률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

보다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김내영·이현우, 2014)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

라서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가 법

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3-1-1> 발의자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의 상임위원

회 처리기간(법안소위 회부기간 또는 법안소위 처

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 3-1-2> 발의자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안

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

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법안소위 회부기간 또는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 3-2-1> 발의자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임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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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2-2> 발의자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안

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

임위원회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끝으로, 법안소위원장의 소속 정당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원장이 여당

인 경우가 야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처리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정부와의 심사안건 조율이나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상호 협조가

원활하여 법안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는 제18대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에 있어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여당인 경우 법안 가결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박윤희, 2014)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법안소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한다.

<연구가설 4-1> 법안소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 야당 소속인 경우

에 비해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법안소위 회부

기간 또는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 4-2> 법안소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 야당 소속인 경우

에 비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

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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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변수 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우선 법안처리 기간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법안소위 회부기간, 법안소위 처리기간으로

한다.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까지의 일(日)수를 말한다. 상임위원회 처리절

차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

는 절차,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다시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어 심사·의

결을 거치는 절차,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시 상임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포함한다.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법안

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날까지의 일

(日)수를 말한다. 주요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원회 내의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 중 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소

위에 회부되기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를 설정하였다.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날부터 법안소위에 상

정 및 심사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날까지의 일(日)수를 말한다.

주요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상임위원회 내의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

향 중 법안소위 자체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위하

여 해당 변수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

기 위한 변수로서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평균

적인 법안처리 기간보다 처리기간이 짧은 법안은 미지연법안으로 분류하

여 0으로 설정하고, 평균적인 법안처리 기간보다 처리기간이 긴 법안은

지연법안으로 구분하여 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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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요 입법참여자의 특성으로서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과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로 한다.

우선,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가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정하였으며, 여당인 경우를 0,

야당인 경우를 1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발의자의 선수가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정하였으며, 초선인 경우는 0, 재선인 경우는 1,

3선 이상인 경우는 2로 설정하였다.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각 선

수마다 독립변수로 하지 않고 범주화하여 1개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유

는 4선 이상의 의원 수가 많지 않아 이를 선수별로 세분하는 것이 유의

미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

부가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정하였으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0,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소속되었으나, 법안소위에는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1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면서

해당 법안 소관 법안소위 위원인 경우에는 2로 설정하였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면서도 법안소위 위원인지 여부에 따라 변수값을 다르

게 설정한 것은 법안소위 위원인 경우 법안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

가 이루어지는 법안소위의 심사일정에 대한 관여, 법안소위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법안처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원장의 정당이 법안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정하였으며, 소위원장

의 정당이 여당인 경우에는 0, 야당인 경우에는 1로 설정하였다. 국토교

통위원회의 경우 교통 분야 법안소위의 소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고 국토

분야 법안소위의 소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므로, 교통법안소위에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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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0, 국토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1로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법안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상임위

원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법안 자체의 내용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법안

의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쟁점법안의 경우에는 0, 쟁점법안의 경우

에는 1로 설정한다. 그런데 쟁점법안 여부를 계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쟁점법안 여부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우선, 법안의 형식과 관련하여 제정법안이나 전부개정법안의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절차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즉, 「국회법」 제58조는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

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에 대해서는 축조심

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59조의2는 법

안의 상정시기(숙려기간)와 관련하여 일부개정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날부터 15일,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

터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절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정법안의 경우에는 쟁점법

안으로 분류하여 1로 설정하였으며, 제정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되어 함께

대안반영폐기된 법안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1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법안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는 법안소위에서 이루어

지는데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쟁점이나 위원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당일

에 합의되지 못하고 추후 법안소위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보류된 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였다. 즉, 법안소위 의결을 위해 2차례 이상 법안소

위가 개최된 경우에는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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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가지 쟁점법안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법안은 비쟁점법안

으로 보아 0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설정된 변수를 정리하

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변수 설정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상임위원회 회부일부터 소위원회 의결

일까지의 소요 일수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

상임위원회 회부일부터 법안소위 회부

일까지의 소요 일수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

법안소위 회부일부터 법안소위 의결일

까지의 소요 일수

지연법안 여부 미지연법안=0, 지연법안=1

독립

변수

발의자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여당=0, 야당=1

발의자의

선수(seniority)
초선=0, 재선=1, 3선 이상=2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상임위원회 미소속=0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소위 미소속 =1

법안소위 소속=2

법안소위원장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여당=0, 야당=1

통제

변수
쟁점법안 여부 비쟁점법안=0, 쟁점법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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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원

안가결·수정가결 또는 대안반영폐기)된 의원발의법안 전수(회부기간:

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 총 240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앞

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국회 의안정보시

스템 내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각 변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법안소위 회부기간

및 법안소위 처리기간)은 연속변수에 해당하고, 다른 종속변수인 지연법

안 여부의 경우 미지연법안은 0, 지연법안은 1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법안소위원장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이다. 이 중 발의자

및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의 경우 여당은 0, 야당은

1로 하는 더미변수이고, 발의자의 선수는 연속변수에 해당한다. 또한, 해

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의 경우 변수값이 높을

수록(소관 상임위원회 비소속=0,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소속=1, 소관 법

안소위에도 소속=2) 해당 법안심사 회의체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커

지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법안의 특성과 관련되는 변수인 쟁점법안 여부(비쟁점법안

=0, 쟁점법안=1)로서 더미변수에 해당한다.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은 연속

변수에 해당하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법안처

리 지연 발생과 관련해서는 종속변수가 미지연법안=0, 지연법안=1로 설

정된 더미변수에 해당하므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

택하였다.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각 회귀분석 모형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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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선형회귀모형(법안처리 기간):

Y = β0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β5*Z + ε

이항 로지스틱회귀모형(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

ln(
 ) = β0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β5*Z + ε  

Y :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법안소위 회부기간, 법안소위 처리기간)

p :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

X1 :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X2 : 발의자의 선수(초선 또는 재선 또는 3선 이상)

X3 :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상

임위원회 비소속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소속 또는 소관 법

안소위에도 소속)

X4 :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Z : 쟁점법안 여부(비쟁점법안 또는 쟁점법안)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

속 여부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

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

당 소속 여부

→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

통제변수 -지연법안 여부

-쟁점법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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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제20대국회 후반기(2018.7.12.∼2020.5.29.)에 국토교통위원회

에 회부되어 가결된 의원발의 법안 240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종

속변수인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법안

소위 회부기간, 법안소위 처리기간)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 기초통계량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의 평균은 약 222.05일로 나타났으며, 표준

편차는 약 107.27일로 각 법안별로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은 법안의 경우 단 16일

만에 처리된 반면,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긴 법안의 경우 550일의 기간

이 소요되었다.

변수 관찰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종

속

변

수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240 16 550 222.05 107.27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
240 10 441 91.01 57.56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
240 0 531 125.20 1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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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빈도 분포

다음으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의 평균은 약 91.01일로 나타났으

며, 표준편차는 약 57.56일로 각 법안별로 법안소위 회부기간의 편차 역

시 크게 나타났다.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은 법안의 경우 단 10일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된 반면,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긴 법안의 경우 441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제19대국회부터 시행된 의

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숙려기간(개정안 15일,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 20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개회하

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야 하므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

된다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되기까지는

평균 50일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통계 분석

결과, 법안의 평균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90일이 넘고, 그 편차도 57.56일

로 크게 나타나므로 「국회법」상의 의안자동상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의 평균은 약 125.20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103.79일로 각 법안별 법안소위 처리기간의 편차가 역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짧은 법안의 경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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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0일, 즉 법안소위에 회부된 당일에 처리된 반면, 법안소위 처리기

간이 긴 법안의 경우 531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4>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 빈도 분포

<그림 5>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 빈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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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에 관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안별로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법안소위 회부기간, 법

안소위 처리기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각 독립변수가

이러한 편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종속변수인 지연법안 여부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미지연법안 건수는 131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며, 나머지

45.4%를 차지하는 109건의 법률안이 지연법안에 해당하였다.

<표 3> 지연법안의 빈도분석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발의자가 여당인 법안이 132건

(55.0%), 발의자가 야당인 법안이 108건(45.0%)으로 나타나 법안처리 건

수에 있어서 여당의원 발의법안의 처리건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그 차

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발의자 정당의 빈도분석

발의자의 선수와 관련해서는 발의자가 초선인 법안의 건수가 119건

(49.6%), 발의자가 재선인 법안의 건수가 92건(38.3%), 발의자가 3선 이

상인 법안의 건수가 29건(12.1%)로 나타나 발의자가 초선인 법안 처리건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 빈도(건수) 비율(%) 변수값
여당 132 55.0 0
야당 108 45.0 1
계 240 100.0

변수 빈도(건수) 비율(%) 변수값

미지연법안 131 54.6 0

지연법안 109 45.4 1

계 2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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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의자 선수의 빈도분석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와 관련해

서는 발의자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가 50건

(20.8%), 발의자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소속되어 있으나, 법

안소위에는 소속되지 않은 경우가 89건(37.1%),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

회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소위에도 소속된 경우가 101건(42.1%)으로 나타

났다. 즉, 상임위원회 처리 법안의 경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체의 79.2%에 달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의원들

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위주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법안소위 위원이 발

의한 법안의 처리 건수(101건)가 그렇지 않은 경우(89건)에 비해 많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소속 여부가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6> 발의자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의 빈도분석

변수 빈도(건수) 비율(%) 변수값

초선 119 49.6 0

재선 92 38.3 1

삼선 이상 29 12.1 2

계 240 100.0

변수 빈도(건수) 비율(%) 변수값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비소속 50 20.8 0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

법안소위 비소속
89 37.1 1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101 42.1 2

계 2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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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위원장이

여당인 법안 건수가 96건(40.0%), 야당인 법안의 처리건수가 144건

(60.0%)으로 소위원장이 야당인 경우의 처리법안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설계 시점에서 여당이 소위원장인 경우 법안소위 심사 전 정부

와의 사전조율이 원활하여 법안가결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법안소위원장이 야당인 경우 오히려 법안의 처리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7> 법안소위원장 정당의 빈도분석

끝으로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쟁점법안의 처

리건수는 39건으로 전체의 16.3%에 불과하며, 나머지 83.8%를 차지하는

201건의 법률안은 비쟁점법안에 해당하였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인 제20

대국회 후반기 동안 제정법률안 및 이와 연계된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법

안의 내용 등에 관한 이견으로 법안소위가 2차례 이상 개최된 법률안의

수가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8> 쟁점법안의 빈도분석

변수 빈도(건수) 비율(%) 변수값
여당 96 40.0 0
야당 144 60.0 1
계 240 100.0

변수 빈도(건수) 비율(%) 변수값
비쟁점법안 201 83.8 0
쟁점법안 39 16.3 1
계 2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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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1.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대한 영향 분석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종속변수인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

속 여부,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

위 소속 여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통제변수(쟁점법안 여부)를 통제하여 종속변수인 법안의 상임위

원회 처리기간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Squared)는 0.194로 이 모형이 19.4%의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선형회귀식은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9>).

<표 9>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 표시는 개수에 따라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 0.01/ ** 0.05 / * 0.10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상수 271.282*** 16.990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28.880** 12.838 0.134

발의자의

선수(seniority)
-24.573** 9.406 -0.158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27.835*** 8.338 -0.199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43.135** 13.252 -0.197

쟁점법안 여부 78.508*** 17.408 0.271
F-Value 11.278***
R2 0.194
N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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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발의자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을 때, 발의자 소속이 여당인 경우에 비해 야당인 경우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28.9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발의자의 소속이 여당인 경우가 야당인 경우에 비해 상임위원회 처리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1-1>을 지지할 수 있다.

발의자의 선수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을 때, 발의자의 선수가 초선에서

재선으로, 재선에서 3선 이상으로 증가할 때마다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24.57일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의자의 선수

가 높을수록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2-1>을

지지할 수 있다.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

게 고정시켰을 때, 발의자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해당 법안 소관 법안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27.84일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의자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임

위원회 처리기간이 짧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3-1-1>과 <가설 3-1-2>를 지지할 수 있

다.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그 영향력이 당초 가설과 반대되는 방향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을 때,

법안소위원장의 소속이 야당인 경우가 여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의 상임위

원회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43.14일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법안소위 위원장의 소속이 여당인 경우 야당인 경우에 비해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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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처리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4-1>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인 쟁점법안 여부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으며, 쟁점법안인 경우 비쟁점법안인 경우에 비해 법안의 상임위원

회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78.5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안의 내용적 속성과 관련하여 제정법안 및 제정법안과 병합하여 심사되

는 일부개정법안이나 2차례 이상 법안소위가 열리는 쟁점법안의 경우 그

렇지 않은 비쟁점법안에 비해 보다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

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

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모두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

는 야당 소속 여부의 경우 당초 설정한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대값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쟁

점법안 여부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0.271로 각 독립변수의 표

준화된 회귀계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법안의 내용적 특성의 영

향력이 입법참여자 특성의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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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대한 영향 분석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종속변수인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통제변수(쟁점법안 여부)를 통제하여 종속변수인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Squared)는 0.202로 이 모형이 20.2%의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선형회귀식은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10>).

<표 10>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 표시는 개수에 따라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 0.01/ ** 0.05 / * 0.10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상수 116.715*** 9.070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24.390*** 6.853 0.211

발의자의

선수(seniority)
-12.496** 5.021 -.150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24.599*** 4.451 -.327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8.619 7.075 .074

쟁점법안 여부 -25.952*** 9.293 -.167

F-Value 11.866***

R2 0.202

N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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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

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

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을 때, 발의자 소속 정당이 여당인 경우에 비해 야

당인 경우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24.4일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법안 발의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인 경우가 야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1-1>을 지지할 수

있다.

발의자의 선수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을 때, 발의자의 선수가 초선에서

재선으로, 재선에서 3선 이상으로 증가할 때마다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

간이 평균적으로 약 12.5일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의자의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2-1>을 지지

할 수 있다.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

게 고정시켰을 때, 발의자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해당 법안 소관 법안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24.6일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법안발의자가 해당 법

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소

위 회부기간이 짧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안심사소위원

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3-1-1>과 <가설 3-1-2>를 지지할 수 있다.

반면, 법안소위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소위원장의 소속이 여

당인 경우 야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4-1>을 기각하는 결과이며, 법안소위원장의 소속 정당은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2 -

한편, 통제변수인 쟁점법안 여부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쟁점법안인 경우 비쟁점법안인 경우에 비해 법안의 법안

소위 회부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25.95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에서 쟁점법안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쟁점법안에 비해 보다 상임위

원회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안소위 회부기간은 오히

려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쟁점법안

의 경우 오히려 입법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고자 회부기간을 단축하려는 입법참여자들의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

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

부는 모두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반면,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의 경우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대값을 살펴보면,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절

대값이 0.327로 다른 독립변수나 통제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미

치는 영향력에 있어 발의자의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가 다른 입법참여자 특성이나 법안의 내용적 특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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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에 대한 영향 분석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종속변수인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통제변수(쟁점법안 여부)를 통제하여 종속변수인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Squared)는 0.257로 이 모형이 25.7%의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선형회귀식은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11>).

<표 11>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 표시는 개수에 따라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 0.01/ ** 0.05 / * 0.10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상수 149.310*** 15.782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3.880 11.926 .019

발의자의

선수(seniority)
-11.802 8.737 -.079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2.376 7.745 -.018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54.806*** 12.311 -.259

쟁점법안 여부 106.367*** 16.171 .379

F-Value 16.198***

R2 0.257

N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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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발의자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 발의자의 선수 변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

소위 소속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러한 변수들이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 1-1>, <가설 2-1>, <가설 3-1-1> 및 <가설 3-1-2>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반면, 법안소위원장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였으나, 그 영향력이 당초 가설과 반대되는 방

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을

때, 법안소위원장이 여당인 경우에 비해 야당인 경우 법안의 법안소위 처

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54.81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소

위원장의 당적이 여당인 경우 야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4-1>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통제변수인 쟁점법안 여부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쟁점법안인 경우 비쟁점법안인 경우에 비해 법안의 법안

소위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106.3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회부기간의 지연이

아니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

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

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법안소위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의 경우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나, 당초 설정한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대값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쟁

점법안 여부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0.379로 다른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법안의 내용적 특성이 입법

참여자의 특성보다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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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영향 분석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종속변수인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통제변수(쟁점법안 여부)를 통제하여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Nagelkerke R2)는 0.100으로 이 모형이 10.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선형회귀식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12>).

<표 12> 법안처리 지연 발생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 표시는 개수에 따라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 0.01/ ** 0.05 / * 0.10

구분 회귀계수(β) 표준오차 exp(β)

상수 0.955* 0.502 2.599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0.371 0.275 0.690

발의자의

선수(seniority)
-0.126 0.202 0.882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0.387** 0.180 0.679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0.704** 0.283 2.022

쟁점법안 여부 -0.807** 0.377 0.446
-2 로그 우도 312.045
Cox와 Snell의 R2 0.075
Nagelkerke R2 0.100
 2-Value 18.646***
분류 정확도 61.3%

N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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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발의자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 발의자의 선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앞서 이러한 변수들이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 1-2>와 <가설 2-2>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

게 고정시켰을 때, 발의자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해당 법안 소관 법안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안처리 지연발생 가능성이 32.1%(0.321=1-0.679)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의자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처리 지

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안심

사소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3-2-1>과 <가설 3-2-2>를

지지할 수 있다.

법안소위원장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였으나, 그 영향력이 당초 가설과 반대되는 방향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을 때,

법안소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경우에 비해 여당 소속인 경우 법안처리 지

연 발생 가능성이 2.0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소위원장

이 여당인 경우가 야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4-2>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통제변수인 쟁점법안 여부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미쟁점법안인 경우 쟁점법안인 경우에 비해 법안처리 지

연 발생 가능성이 55.4%(0.554=1-0.4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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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의 해석

앞서 살펴본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독립변수 가설 지지 여부

발의자의

여당또는야당

소속여부

<가설 1-1> 발의자가 여당 소속인 경우가

야당 소속인 경우에 비해 법안의 상임위원

회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O

(영향경로:

법안소위

회부기간)

<가설 1-2> 발의자가 여당 소속인 경우가

야당 소속인 경우에 비해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발의자 선수

<가설 2-1> 발의자의 선수가 높을수록 법

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O

(영향경로:

법안소위

회부기간)

<가설 2-2> 발의자의 선수가 높을수록 상

임위원회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발의자의

상임위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가설 3-1-1> 발의자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O

(영향경로:

법안소위

회부기간)
<가설 3-1-2> 발의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

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안

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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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계수의 부호가 가설과 일치
X: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계수의 부호가 가설과 반대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먼저,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가설 1-1>의 예측과 같이 발의자의 소속이 여당인 경우가 야당

인 경우에 비해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을 다시 법안소위 회부기간과 법안

소위 처리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발의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인 경우

가 야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안소위 처리기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가설 설정 당시 고려하였던 ‘청부입법’ 또는 ‘우회입법’의 증가 추

세, 여당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 등의 요인은 법안

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의 행사

<가설 3-2-1> 발의자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O<가설 3-2-2> 발의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

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임

위원회 법안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법안소위원장의

여당또는야당

소속여부

<가설 4-1> 법안소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 야당 소속인 경우에 비해 법안의 상임

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을 것이다.

X

(영향경로:

법안소위

처리기간)

<가설 4-2> 법안소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

우 야당 소속인 경우에 비해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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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보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과정인 법안소위 심사보다는 법

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변수는 <가설 1-2>의 예측

과 달리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의자의 정당이 법안처리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

더라도 그 영향이 법안처리의 지연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의자의 선수 변수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가설 2-1>의 예측과

같이 발의자의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을 다시 법안소위 회부기간과 법안

소위 처리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발의자의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소

위 회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안소위 처리기간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가설 설정 당시 고려하였던 다선 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한 높은

신뢰도, 다선 의원의 입법과정에서의 지식과 경험, 정치적 영향력 등의 요

인은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

의 행사경로를 보면 발의자의 소속 정당 변수와 마찬가지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과정인 법안소위 심사보다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

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발의자의 선수 변수는 <가설 2-2>의 예측과 달리 법안의 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의자의 선수가 법안처리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영향이

법안처리의 지연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의자의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가설 3-1-1> 및 <가설 3-1-2>의 예측과 같이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해당 법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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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법안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을 다시 법안소위 회부기간과 법안

소위 처리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해당 법안 소관 법안소위에 소속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안소위 처리기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발의자의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는 법

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의 행

사경로를 보면 발의자의 소속 정당 변수 및 발의자의 선수와 마찬가지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과정인 법안소위 심사보다는 법안이 소관 상

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발의자의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는 <가설

3-2-1> 및 <가설 3-2-2>의 예측과 같이 법안의 처리지연 발생 가능성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임위원회 및 법

안소위 소속 여부가 법안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그 영향이

법안처리의 지연을 유발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법안소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가설

4-1> 및 <가설 4-2>의 예측과 반대로 법안소위원장의 당적이 야당인

경우가 여당인 경우에 비해 오히려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짧고,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을 다시 법안소위 회부기간과 법안소위 처

리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안소위원장의 소속정당은 법안소위 회부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반면, 법안소위 처리기간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야당인 경우가 여당인 경우에

비해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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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설 설정 당시에는 법안소위원장이 여당인 경우가 야당인 경우

에 비해 법안처리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법안소위의 주요

참여자인 정부와의 심사안건 조율이나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상호 협조가

원활하여 법안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여당인 경우

법안 가결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박윤희,

2014)와 달리 법안소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에 비해 법안의 처리과정

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정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여당 의

원이 소위원장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야당 의원이 소위원장인 국토법

안심사소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두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기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각 법안소위의 소위원장의 당적

보다는 각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의 심사난이도, 각 법안소위 고유의

회의 진행 분위기 등 법안소위 자체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

정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

장은 야당 의원으로, 오히려 야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이 같은 정당인 상

임위원장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안처리에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

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상임

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과정과의 비교연구 수행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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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의 가결법안별 법안처리

기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던 발의자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 및 선수, 발의자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의 경우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는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아닌 법안소

위 회부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중 발의자의 소

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는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

뿐만 아니라 법안처리 지연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안소위원장의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여부의 경우 그 자체로 법

안처리 기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해당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법안의 심사난이도, 법안소위 자체적인 회의 진행 분위기 등이 법안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기간을 다시 법안소위 회부기간과 법

안소위 처리기간으로 나누어 그 영향경로를 분석하였는바, 두 영향경로

와 관련하여 각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법안소위 회부기간과 관련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19

대국회부터 시행된 의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은 숙려기간(개정안 15일,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 20일) 후 30일이 경

과한 날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야 하므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되기까지 평균

적으로 약 50일 내외가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20대국회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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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토교통위원회의 가결법안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 법안의 평균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90일이 넘고 그 편차도 57.56일로 크게 나타났으며,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짧은 법안의 경우 단 10일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

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된 반면, 법안소위 회부기간이 긴 법안의 경우 441

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안자동상정제가 도입 취지와 달

리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회

법」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의안자동상정제의 적용을 면제

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의안자동상정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동 예외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간에 합의된 법안만을

상정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의자의 소속 정당 및 선수, 발의자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안

소위 소속 여부 등 입법참여자 특성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경로가 법안상정을 통한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소위에 회부되는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 없으며, 법안소

위 회부 과정 자체도 입법참여자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실

질적인 입법절차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안소위 회부는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에 따른 법안상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각 의원들은

법안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안소위 회부를 위한 상임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 의사일정

합의 과정은 속기록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소위 심

사과정과 달리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는지를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다. 따라

서 법안심사의 투명성 측면에서 볼 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 중 법

안의 내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안소위 회부과정에

서 법안소위 회부 단계에서 입법참여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향후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에 있어서

는 의안자동상정제 예외 조항의 적용을 최소화하여 입법참여자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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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급적 줄여나갈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법안소위 처리기간과 관련해서는 당초 가설과 달리 발의자의

소속 정당 및 선수, 상임위원회 또는 법안소위 소속 여부와 같은 입법참여

자의 특성이 법안소위 처리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안소위 처리기간의 경우 입법참여자의 특성 보다는 쟁점

법안 여부 및 심사난이도, 법안소위 전반적인 회의 진행 분위기 등이 보다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석하면 법안소위

심사과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환경이나 제도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

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법안소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 간의 민주적인 숙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안소위가 상임위원회의 입법기능적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법안소위가 상임위원회 내부에 종속된 단순한 형식적 기구가 아니

라 법안의 내용 및 체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 기구로서 그 권위를 인

정받고 역할이 확대된다면,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국회

법」 개정으로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한 것은8) 법

안소위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안소위가

전문화되고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이후의 심사 단계인 법제

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김내영·이현우,

2014)도 제시되는 등 국회 입법 기능적 관점에서 법안소위 운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연구는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입법영향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

후에도 법안소위 단계에서의 법안심사 과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8) 「국회법」제57조(소위원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
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
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55 -

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안처리를 위한 입법참여자의 입법전략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

음의 결론을 시사한다. 우선, 법안의 내용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가 법

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발의자의 소속 정당와 선

수, 발의자의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소속 여부 변수 등 입법참여자 특성

이 법안소위 처리기간이 아닌 법안소위 회부기간에 대한 영향을 통해 상

임위원회 법안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소위

회의보다는 법안소위 회부를 위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차원에서 각 입법

참여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생각된

다. 또한, 초선 의원보다는 다선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해당 법안 소관 상

임위원회 및 법안소위 위원이 발의하는 것이 법안처리에 있어 보다 효과

적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되어왔던 상임위원장

의 정당 배분과 달리 법안소위원장의 정당 배분의 경우 입법전략적 측면

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56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된 의원

입법안 240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행정

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으로 법안처리 실적이 높아 비교적 많

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여당 의원이 소위원장인 법안소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야당 의원이 소위원장인 법안소위(국토법안심

사소위원회)의 복수 법안소위로 이루어져 있어 소위원장의 당적이 미치

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제20대국회 후반기 외의 회기에 가결된 국토교통위원회 가결법안

이나 국토교통위원회 외의 다른 상임위원회의 가결법안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이 제20대국회 후반기가 아닌 다른 시

점이나 혹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본 연구의 결

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외적 타당성 측면

의 문제를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우선 분석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국회의 전

반부에 제안될 경우 법안 통과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목

진휴, 2009)나 최근 국회로 올수록 법안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양금

승, 2016; 전진영, 2020) 등을 참조하여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안의 대상집단의 저항과 로비 여부나 대상집단의 이미

지가 법안통과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인석·박형준·권기헌,

2013) 결과 등을 참조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의 주요 대상

집단의 성향에 따라 법안처리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다양한 입법 영향요인 중 입법참여자의 특성에 주목하고

자 분석시기 요인이나 상임위원회의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은 연구범위에

서 제외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제20대국

회 후반기가 아닌 다른 시점(제20대국회 전반기 또는 제19대국회·제21대

국회 등)이나 국토교통위원회 외의 다른 상임위원회의 가결법안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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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만을 대상으로 하여 임기

만료 폐기거나 부결된 법안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임기만료 폐기 또는 부결된 법안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인

법안처리 기간의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다

만, 임기만료 폐기 또는 부결 대상 법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가결법

안에 비해 의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

참여자의 특성보다는 법안 자체의 내용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요 경제 분야

중 하나인 국토교통 분야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심사되는 주요 상임위원

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과정

에 관해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논의되지 않던 법안소위 심사과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

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으며, 입법전략적 관점에서 입법참여자의 특성

이 법안소위 회부와 법안소위 심사로 세분되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처리

과정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밝히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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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over the political party allocation of the standing

chairperson, which have continu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have

been related to the importance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terms of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lso, not only the

content of the bill itself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participant such as the party to which the chairperson of the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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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belongs have an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such political phenomena,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participants on the bill processing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ke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oposer and the chairperson of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the seniority of the proposer, and whether the proposer

is the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r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dealing with the bill, on the standing committee bill

processing period.

As a result,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oposer, the seniority of the

proposer and whether the proposer is the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r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dealing with the bil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ill processing period of the standing

committee, but the path of influence affected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referring period, not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bill

processing period. Among these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whether the proposer is the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r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dealing with the bil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delay in bill processing as well as the period of

the bill processing period of the standing committee.

Also, it was estimated that rather than the political party of the

chairperson of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the difficulty of reviewing

of the bill dealt with in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and the unique

atmosphere of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ill processing period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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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 the bill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s to the automatic presentation of bill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participants on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referring process where

there is no public discussion on the content of the bill.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bill

processing, it is operated relatively independently from the political

environment or institutional influence, so that the contents of the bill

are reviewed in an in-depth manner and it can be viewed as a

democratic deliberation process among lawmakers belonging to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This shows the importance of the role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plays in terms of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keywords : legislative participant, proposer, chairperson of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standing committee, bill process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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