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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에서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경향과 양상을 살

펴보기 위해 이전의 연구들에서 기초하였던 방법론에 입각하여 새로 확장된 대상 

시기의 기초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몇 가지의 주제들을 분석 연구하였다. 특히 이 글은 

가능하면 정량적 통계와 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양상들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경향과 추이,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는 시도에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 입법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이전 시

기에 비해서 놀랄 만하게 급격하게 증가된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의 수치

이다. 또한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바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입

법 활동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의 주도적 성격, 즉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정부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게 활발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은 법률안의 총 건수, 매년 혹은 각 국회별 법률안의 평균치, 발의․제출 법률안의 

가결률 등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양상의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과 특징들은 5차례의 국회(동시에 4차례의 정부)에서의 입법 활동의 세부적 분석 

주제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에 따른 몇 가지의 가설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 글은 결국 입법 활동의 결과로서 법률의 양과 특징적 내용에 대한 예측

이나 전망의 기초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은 항상 

그 이전 연도보다 증가된 양의 양상을 보일 것인가? 만약 이렇게 증가되는 입법 활동의 

양은 그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에 가서는 다시 수그

러질 것인가? 입법 활동의 양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있다면,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일정 정도의 양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양일 것인가? 혹시 그것이 규범적

이든 경험적이든 ‘적절한’ 혹은 ‘합리적인’ 입법 활동의 양이 있거나 혹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글은 실증적 분석과 제시된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예측과 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입법, 입법부,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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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술에서, 체육술에 대응하는 부분은 입법술이고 

의술에 대응하는 부분은 사법술입니다” 

(플라톤, �고르기아스� 464c)

I. 서    론

이 분석 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연구 논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과 입법의 역사에 대한 필자의 일련의 연구 분석들1)에 연속된 것이다. 

기존의 연구 분석들 중에서 첫 번째(1989)는 1980년대의 입법 상황의 특징적 모습, 

특히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입법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입법기구들의 주도적 

경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며, 두 번째(1996)와 세 번째(1998)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분석 당시인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 우리나라의 입법사

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과 각 시기별 입법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 내용들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2005)는 주로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를 포함하여 입법 상황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다섯 번째(2011)에서는 네 번째 글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입법 상황에 대한 특징

적 내용의 전망을 질문형식으로 제시해 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과 내용은 

바로 이러한 질문형식의 가설들에 대한 실증적으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물론 앞선 모든 연구들은 그 방법론과 대상에 있어서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1) “1980년대 입법과 법질서에 관한 소고”, 한변호사 회지, 제160호, 대한변호사협회, 

1989.12.; “법정책학적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50년 입법사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소, 

1996.8.; “해방이후 한국법제 변천사”, 법제연구, 제14호, 한국법제연구원, 1998.6.; “현

대 한국에서 입법의 양상과 특징에 관한 고찰”, 방송  논문집, 제40호, 2005.8.;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Legislators in Modern Korea: Trends and 

characteristics”, Law and Society in Korea: 한국의 법과 사회 연구, 한국법사회학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6.17.
2) 이왕에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대 입법사 연구를 시작했고 이후 각 해당 시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몇 차례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으니, 이 작업이 적절한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자에게는 한편으로 당연한 것

이고 따라서 의무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도 잠정적으로 대략 10년 

주기(현 국회 임기로 보면 2개의 대수)를 기준으로 분석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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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주제로 보면 거시적 차원의 

역사적 분석을 대상으로 하고 실증적 경험 분석 방법을 채택하는 연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 특히 이 연구들에서 중심이 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분석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입법 활동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 매년 그리고 매 국회 또는 입법기구4) 

별로 법률안의 발의․제출 총건수와 통과된 법률안의 총건수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애초에 입법을 ‘사실성과 규범성을 이어주는 다리’로 이해하고, 입법에 대

한 연구를 비단 법학만의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과학, 인문학 등과의 교류 

속에서 전개하고자 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매우 상식적이지만 입법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구성 원리와 틀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앞선 작업은 

한국 현대 입법사에 대한 연구가 현재 우리의 입법과 법현실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고, 그 문제점의 근원과 해결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도 갖는다. 결국 한국의 입법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

업을 통해 한국의 입법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징들을 드러내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의 입법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법사회학적 입법연구의 방법론은 바로 이 연구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다만 그 분석 대상 시기를 2011년까지 확장해 보겠다는 것이고 또한 주

된 분석 대상 시기를 1990년대 이후 2011년까지로 삼아보려고 한다. 이전의 연구

들에서도 의도된 의미들이었지만, 바로 지난 연도인 2011년까지의 입법사 분석,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입법사 분석은 나름의 새로운 의미도 추가될 것이라 생각

한다. 그 몇 가지를 우선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연구(특히 2005)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입법사에서 

1990년 초는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194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입법활동의 전반적인 추이와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이전의 양상과 

3) 법사회학 연구 대상과 방법에서 ‘거시적 차원/미시적 차원의 연구 대상’, 그리고 ‘일반

이론적 연구방법/개별 고사 연구방법’의 구분과 설명에 대해서는 이상영ㆍ김도현 공저,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 제2장을 참고하라.
4) 여기에서 ‘입법기구’라고 명명하고 일반적인 입법부인 국회와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 

입법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비정상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63.12), 

비상국무회의(1972.10∼1973.3), 국보위 입법회의(1980.10∼1981.4)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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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활동을 전체

적으로 이해하고 입법사에서의 시대구분을 특징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선 연구들(특히 1996, 1998, 2005)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사에서 우리 

법제의 근간이 되는 영역의 법률들이 제정․개정의 정비 과정에 대한 분석의 기

초를 마련하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법률들이 재정비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행정법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지방자치 시대

의 개막)에 따른, 그리고 민법․형법․상법 등 이른바 기본법제의 재정비 요청에 

따른 수많은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의 연쇄적 전개 등은 입법 활동에 대한 분석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 글의 본격적 분석에서 첫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이 급격한 상승세의 추이를 보이고 또한 그 결과 

새로이 제정된 법률들과 개정되는 기존 법률들의 수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

도로 폭증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 활동의 격렬

한 활성화와 그에 따른 제․개정 법률들의 급증 현상에는 앞의 두 번째 요인들도 

관련되겠지만, 동시에 이른바 현대 국가의 입법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이라는 현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넷째, 입법 활동의 결과로서 법률의 양과 특징적 내용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에 

관한 것이다. 세 차례의 비정상 입법기구의 입법 활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

작한 1990년대 초 이후 5차례의 국회(제14대∼제18대)에서의 입법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연 우리는 미래의 우리나라 입법부의 입법 활동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은 

항상 그 이전 연도보다 증가된 양의 양상을 보일 것인가? 만약 이렇게 증가되는 

입법 활동의 양은 그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에 

가서는 다시 수그러질 것인가? 입법 활동의 양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있다면,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정 정도의 양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양일 것

인가? 혹시 그것이 규범적이든 경험적이든 ‘적절한’ 혹은 ‘합리적인’ 입법 활동의 

양이 있거나 혹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는 우리나라의 현대 입법사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그런데 모든 앞선 연구들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 한 사회의 

입법사를 통해서 입법 활동의 동향과 추이, 그리고 특징적 내용을 ‘온전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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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연도별․국회별 법률안의 발의․제출 및 가결 총 건수의 통계와 

그림을 기초로 하는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이러한 분석 

연구의 온전성을 위해서는, 전체 입법의 역사에 대한 적절한 시기구분, ‘적절한’ 

시기 구분을 위한 제․개정 법률안들의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 조사된 법률안들에 

대한 ‘이론 체계적인’(공식적인 각 위원회 별 구분을 포함하여) 분류와 각 분류의 

변화의 추이와 동향의 분석 그리고 전망,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의 특징 혹은 

정부 또는 정권의 성향 혹은 정책지향 등과 입법 활동과의 상관관계 등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이 글의 분석의 폭의 협소함과 고찰의 깊이의 

미천함으로 인한 연구의 부족함은 차후의 연구에서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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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석의 방법과 범위에 관해서5)

5) 법률안의 발의․제출 총 건수의 산정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의 총 건수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총 건수가 기본적일 것인데, 그 외에도 굳이 세분하자면 국회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영역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 의안정보통계에서는 위원회 제안 법률안을 위의 

두 영역과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 제안 법률안을 새로운 대상 영역으로 

분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는 그리 큰 중

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위원회 제안 법률안 총 건수를 의원 발의 법률안 

총 건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위원회 제안 법률안을 그 입법과정과 입법자의 

관점에서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의원 발의 법률안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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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1대∼제18대 국회 발의․제출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그림 5] 제1대∼제18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그림 6] 제1대∼제18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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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1대∼제14대 국회 발의․제출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그림 5-1] 제1대∼제14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그림 6-1] 제1대∼제14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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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15대∼제18대 국회 발의․제출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그림 5-2] 제15대∼제18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그림 6-2] 제15대∼제18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가결 법률안 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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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유효 법률․유효 법령 총수

국회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기간

1981.4.11

∼

1985.4.10

1985.4.11

∼

1988.5.29

1988.5.30

∼

1992.5.29

1992.5.30

∼

1996.5.29

1996.5.30

∼

2000.5.29

2000.5.30

∼

2004.5.29

2004.5.30

∼

2008.5.29

2008.5.30

∼

2012.5.29

제시된 그림은 기존의 가장 최근 연구(2005)에서 그 종기를 2003년(제16대 국

회의 4년차 연도)으로 분석한 것을 2011년(제18대 국회 4년차 연도)까지 확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장 최근의 시기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즉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입법 활동에 대한 분석이 새로이 포함된 것이

다. 따라서 물론 이 분석은 앞 선 연구에서 근거했던 방법6)과 기초 자료들7)을 동일

6) 우리나라 현대 입법사 분석 결과의 일반화와 특징화를 위한 분석방법상의 기준에 대

해서는 법과 사회 (이상영․김도현 공저, 2010), 204-205쪽을 참조하라.
7) 입법사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와 그림 작성의 기초 자료의 수집과 관련된 내용

이나 과정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 등에 관해서는 앞선 연구들(1996, 2005)의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법과 사회 (이상영․김도현 공저, 2010), 197-204쪽 참조. 그런데 1990년 

중반 이후 국회와 국회도서관의 자료 전산화 작업의 결과로 이러한 연구의 기초통계

자료를 얻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거의 모든 국회의 회의록, 의안관련 자료, 그리고 

각종 관련 통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기록

문서와 그것을 근거로 손작업으로 이루어진 통계문서들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용이

함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료들의 구체적인 수치는 결국 그 

누구든 사람이 직접 계산하고 기입해야 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산화된 통계 자료라고 하더라도 아주 가끔은 셈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절대로 중요한 오류는 아니고, 오히려 통계자료를 2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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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채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 시기의 분석 과정에서는 이

전의 분석 방법과 논의보다는 좀 더 풍부한 분석 내용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시도

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지난 최근 약 20년간의 우리나라의 입법사

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다는 연구 목적에 부응해 보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추이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림을 

시기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구분되는 시기의 수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분석 연구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선 연구들

(1989, 1998)에서는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의 입법사의 시기 구분을 

‘기본법제의 형성기’, ‘도구주의적 법제 시기’, ‘법제의 재정비 시기’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입법사에 대한 연구(2005)에서는 1993년을 기점

으로 하여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뚜렷한 시기 구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약 20년간의 입법사의 모습을 집중적

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94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입법 활동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전체적 그림 이외에도 1993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그림(1948년∼1992년)과 그 이후의 그림(1993년∼2011년)

을 구분하여 양자 모두를 제시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입법사 분석에서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는 매우 논쟁적이라고 

생각된다. ‘입법’이라는 주제의 그 내포된 혹은 외연의 범위가 쉽게 확정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의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혹자는 공화국 구분에 따라(물론 우리나라의 공화국 구분도 논란

거리지만), 혹자는 지배적 정권(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이를테면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 군사정권,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등인데, 물론 이것들 또한 

더욱 논쟁적이다), 혹자는 정치 체제의 민주화 정도에 따라, 혹자는 매우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국회별, 또는 입법기구별)… 등등의 구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어

쨌든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의 적절성이나 정당성 등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단지 우리나라의 194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입법 활동의 전반

적인 동향과 추이를 볼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와 그에 따른 그림들을 그려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1993년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시기를 구분한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금방 수정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 

통계 자료가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전산화되어 제공되도록 노력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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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고, 기준이 된 1993년을 정치적, 사회․경제적, 법

문화와 법제의 성격 등에 따라 반추해 보건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구분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리 무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분석에서 설명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제공된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1948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입법 활동의 양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이고,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1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까지 전체적인 양

상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그림들에서 1993년(제14대 국회)

을 기점으로 다시 그 이전의 그림들([그림 n-1])과 그 이후의 그림들([그림 n-2])로 

나누어서 세부 그림을 제시한다.8) 

한편, 이번 분석에는 앞선 연구들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계에 따른 

그림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7]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각 연도 말 당시 현행 

법률․법령의 총수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것이다.9) 2012년 10월 8일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총수는 헌법을 포함하여 총 4,208(헌법 1, 법률 1,262, 대통령령 1,481, 총

리령․부령 등 1,464)인데,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포 총 건수는 57,281(헌법 10, 

법률 11,487, 대통령령 24,132, 총리령․부령 등 21,652)이다.10) 가장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입법 활동의 결과로 공포된 법률들이 11,487건이나 된다는 것이고, 동일한 

시점에 유효한 법률이 1,262개라는 것이다. 매년 혹은 각 국회별 공포된 법률안의 

 8) 제공된 그림들을 살펴볼 때, 왼쪽 수직 지표(건수)의 단위를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가능

하면 각 범주별(연도별/국회별)로 동일 단위로 건수를 지정하고자 하였지만, 각 그림에서 

최대 건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한 건수의 양상과 추이를 

보이는 기간에서의 특징을 손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일목요연한 이해를 

위해 건의의 단위를 약간씩 조정하여 그림을 작성하였다. 특히 [그림 3-가]과 [그림 

4-1], [그림 5-1], [그림 6-1]을 주의하라.

 9)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서 유효한 현행 법령의 총 수의 통계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법제처의 통계자료 등 정부 통계 자료에서 관련된 1948년∼2011년 전체 기

간에 해당하는 통계를 얻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1971년 이전의 통계는 찾지 못했다. 

제헌국회부터 제11대 국회까지 시기(1948년∼1971년)의 법제처 자료를 얻지 못했으

며, 또한 확보된 국회사나 경과보고서 등의 국회 자료들을 기초로 관련 통계자료를 

추정해 보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을 주로 

1993년 이후로 삼고 있고 현행 법령의 총 수와 관련된 분석은 본래의 분석 대상의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지난 최근 약 30년간에 해당하는 통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972년 이후의 각 연도 말의 현행 법령의 총 수의 통계는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 

moleg.go.kr의 법령통계를 참조하라.
10)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의 법령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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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와 해당 시점의 유효한 법률의 총 수(정확하게 말하자면 매년 초 혹은 매 국회 

초의 유효한 현행 법률들의 총 수)의 비교 분석은 입법 활동의 동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비교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I.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1. 전체 그림의 양상

앞선 연구(2005)에서는 법률안의 총 건수를 나타내는 왼쪽 지표의 상한선을 1,000건

으로 지정하더라도 1948년부터 2003년까지의 매 연도 입법 활동의 양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었고, 그 상한 지표 안에서 매년 이루어졌던 입법 활동의 양과 변동 

추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 약 10년간의 입법 활동의 총량의 

급증 현상으로 인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건수 지표의 상한선을 4,000건

으로 늘려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003년까지를 대상으로 했던 앞선 분석의 

그림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봉우리와 계곡의 모습이 크게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그저 평지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11) 

그러면 [그림 1]의 모습, 즉 지속적인 평지의 연속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가파른 

절벽으로 치닫는 모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조금씩 

경사도를 높이다가 결국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법률안 발의․

제출 총 건수의 급증 경향이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

나는 이러한 급증의 현상은 위쪽 곡선(법률안 발의․제출 총 건수)에서 더욱 두드

러지고 아래쪽 곡선(가결 총 건수)에서는 위쪽 곡선에 비해 현저하게 보이지는 않

는다(물론 아래쪽 곡선의 높이도 1990년대 이전의 그것의 높이보다는 훨씬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림 1]과 [그림 2]를 함께 살펴보자. 한편

으로 양 그림들을 비교해서 볼 때 1990년대 이전의 두 곡선의 모습은 비록 양자 

모두 전반적으로는 총 건수 500 이하에 밑도는 것이고 확연하게 볼 수 있는 큰 

상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에 있어서 양 그림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 기

간이 몇 차례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의 양 그림에서의 두 곡

11) 2003년 법률안 발의․제출 총 건수는 870(의원발의 719, 정부제출 151), 가결 총 건수는 

309(의원발의 213, 정부제출 96)이었다. 그런데 2011년 전자는 3688(3338, 350), 후자는 

974(757, 217)로 그야말로 엄청난 급증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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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양상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1]과 [그림 3]을 

비교해 보면, 1990년 이전 시기에 양자의 두 곡선의 변동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반대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시기에서 양 그림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다.12) 결국 [그림 1]의 

1990년대 이후의 모습에 영향을 준 것은 [그림 2], 즉 의원발의 법률안 총 건수와 

의원발의 가결 법률안 총 건수를 나타낸 그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보자. [그림 1-1], [그림 2-1], [그림 3-1], 이 세 그림은 1948년부터 

1992년까지의 입법 활동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림 1-2], [그림 2-2], [그림 

3-2], 이 세 그림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그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전자의 세 그

림에서 두 곡선의 변화 추이가 유사한 것은 [그림 1-1]과 [그림 3-1]이며, 후자의 

세 그림에서 두 곡선의 양상이 유사한 것은 [그림 1-2]와 [그림 2-2]이다.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전반적인 특징은 의원 발의 법률안의 주

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정부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게 

활발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러면 각 국회별 입법 활동 통계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제1대 국회

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입법 활동을 나타내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을 함께 

비교해 보면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내린 판단이 좀 더 분명해진다. [그림 4]에서 

제1대부터 제14대 국회까지의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를 나타내는 두 곡

선의 모습은 [그림 6]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보이며, [그림 4]에서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양상은 [그림 5]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총 건

수를 매년 단위로 나타낸 [그림 1], [그림 2], [그림 3] 등에서는 연도별로 약간씩의 

들고 나는 부침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이 

12) 물론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자세히 비교해서 본다면 1993년 이전과 그 이후의 

그림들의 양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래 

[그림 3]은 왼쪽 총 건수 지표의 상한을 800건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이지만, [그림 1]과 

[그림 2]와의 비교를 위해 그것의 6배에 해당하는 4000건을 상한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림 1]과 [그림 3]의 양상의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림 1]과 [그림 3]의 모양의 비교에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림 3-가]를 보충해서 제시하였다. [그림 3-가]는 [그림 3]에서의 왼쪽 총 건수 

지표를 하향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3-가]를 통해서 우리는 1993년 이후 [그림 

1]과 [그림 3]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3) 반대로 1990년대 이전의 입법 활동의 모습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정부의 주도권, 즉 

의원의 입법 활동에 비해서 정부의 그것이 매우 현저하게 활발했다는 점 또한 분명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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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 있는데, 4년 단위로 이루어진 각 국회별 통계와 그에 따른 그림들을 비교 

검토하면 이러한 혼란함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1대부터 제14대 국회까

지만 대상으로 하는 [그림 4-1], [그림 5-1], [그림 6-1]의 세 그림, 그리고 제15대

에서 제18대 국회까지 대상으로 하는 [그림 4-2], [그림 5-2], [그림 6-2]의 세 그

림을 각각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특징이 훨씬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법률안의 수와 평균치에 대하여

먼저, 정부 수립 후 2011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은 매년 혹은 매 국

회별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그림 1] 그리고 [그림 1-1]과 [그림 1-2]를 함께 

살펴보자. 우선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서 법률안의 발의․제출 총 건수와 가결 총 

건수의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확연하게 편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앞서 설명한 시기 구분의 유용성과 정당성 

판단과 같은 것이다. 즉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림 1]의 두 곡선의 양상, 다시 

말해서 총 건수의 양의 크기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나라 입법 활동의 결과에 따른 법률안의 양의 크기를 매년 또는 국회별 단위로 

평균치를 제시하고자 시도한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나누어서 그 이전의 평균

치와 그 이후의 평균치를 산정해야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림 1]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을 1993년을 기점으로 나누어서 1948년

부터 1992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그림 1-1], [그림 2-1], 그리고 [그림 

3-1] 세 그림은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평균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이 대상 기간은 제헌국회부터 제13대 국회까지의 45년 

동안이 될 것인데, [그림 1-1]은 해당 기간의 입법 활동의 추이를 전반적으로 나타

내고 있다. 이 기간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들(1996, 1998)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14) 여기에서는 이 글의 중심 주제인 ‘1990년대 이후의 입법 활동

14)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자면,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우리나라 

입법 활동의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짧은 시기에 대량의 입법 활동으로 인해 

그림에서 ‘봉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른바 비정상 입법기구 시기에서의 입법 활동의 

주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정상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63.12), 

비상국무회의(1972.10∼1973.3), 국보위 입법회의(1980.10∼1981.4)는 짧은 기간 동안 

각각 1008건, 270건, 189건(공포건수를 기준으로 산정)의 법률안을 집중적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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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 분석 검토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이 대상 

기간 동안에, 세 차례의 비정상 입법기구 시기를 제외하고,15) 매년 발의․제출되는 

법률안의 총 건수와 가결되는 법률안의 총 건수를 평균적으로 본다면 약 150건과 

약 80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총 건수들은 의원 발의와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 구분해 본다면, [그림 2-1]과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전자의 발의/가결 총 건수는 50/20, 후자의 그것은 100/60 정도라고 할 수 있다.16) 

그리고 같은 대상 시기를 국회별로 나타내는 [그림 4-1], [그림 5-1], [그림 6-1], 

세 그림으로 보면, 물론 앞서 지적한 이 시기의 특징인 비정상 입법기구과 그 전

후의 정변적 상황에서의 입법 활동의 두드러짐을 감안하여 고려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17) 각 국회별로 발의․제출 법률안의 총 건수와 가결 법률안 총 건수는 

처리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해당 기간의 입법사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1-1]의 전반적인 모습을 결정한 것은 [그림 2-1]의 모습이 결코 아니고 [그림 

3-1]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5) 그런데 해당 시기에서 매년 입법 활동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을 정

도로 유별난 수치를 보이는 비정상 입법기구의 이 세 시기를 제외하고도 고려해야 하는 

시기로 1988년 전후의 시기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바로 여소야대의 구

성을 가졌던 제13대 국회의 전반부에 해당된 시기이다. 제6공화국의 제13대 국회는 

여소야대라는 의회조건과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각종 특위 및 청문회의 활동의 연속

선상에서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정치적․경제적 현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보

라는 요구가 충만하여 우리나라 의정사상 보기 드물게 많은 법률안이 집중적으로 논

의되었다. 특히 제145회 임시국회가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해서 개회되는 등 의원 발

의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따라서 정부 제출 법률안 총 건수

가 예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편, 의원 발의 법률안 총 건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집권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주어졌던 의원 중심의 입법활동이 활성화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동시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의한 부결(또는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등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한 발의된 법률안의 가

결률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결국은 3개 정당의 합당으로 여소야대를 발판으로 

형성된 활성화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16) 이 정도의 총 건수를 보이기 때문에 그림들의 왼쪽 총 건수 지표의 상한을 500건으로 

지정해도 충분하다. 또한 [그림 n-1]의 세 그림을 겹쳐서 살펴보면, 정부 제출/가결 법

률안 총 건수와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 자의 합계를 나타내는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의 크기가 양 자 각각의 크

기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17) 대략 국회의 평균적 임기를 4년으로 보아 이 임기를 온전하게 마치게 되는 국회로는 

제2, 3, 6, 11, 13대 국회가 해당할 것이며, 제1, 4, 5, 7, 8, 12대 국회는 당시 정변으로 

인해 짧게는 1년 남짓부터 길게는 대략 3년 동안의 국회가 유지되었고, 제9대 국회는 

유신 국회로 6년의 회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모든 국회를 대상으로 그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이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의 위험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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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각각 대략 500건과 260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1]과 

[그림 6-1]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 총 건수는 평균적으로 

대략 200/80,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는 평균적으로 대략 300/18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990년대 이후의 양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일단 특별히 정변적 상황도 

또는 비정상 입법기구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니만큼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매년 혹은 각 국회별 평균치를 얻을 수 있는 대상 시기라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94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등 세 그림에서 가장 최근 20년에 해당하는 시

기의 양상을 보자. 우리가 매년 또는 각 국회별 입법 활동의 결과의 평균치를 거론

하거나 의미 있는 통계상 평균치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각각의 기준 연도나 국회

에서의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평균치 계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유별난 수치를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고 산정된 평균치를 중심으로 약간

씩의 편차만을 나타내어 그 어떤 일반적 추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에 가능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해당 기간에 좀 더 집중해서 작성한 

[그림 1-2], [그림 2-2], [그림 3-2]를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18) 과연 해당 시기

(제14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대상 기간에서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의 대략의 평균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도, 이 대상 기간의 매년 또는 각 국회별 평균치를 언급

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원인은 [그림 1-2]와 [그림 2-2]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부터 법률안 발의․

제출 총 건수가 증가 추세를 점점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그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서 잠시 주춤하는 시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 급상승 추세는, [그림 1-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2011년 말 현재 

릅쓰고 대략 각 국회별로 대략의 평균적 수치를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제시해 보는 것이다.
18) 앞의 주 1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 기간을 1992년까지로 한 [그림 n-1]들은 왼쪽 

총 건수 지표의 상한을 500으로 해도 충분하였지만, 1993년-2011년으로 한 [그림 n-2]

들의 그것은 무려 4000까지 늘려 잡아야 했다. 그리고 [그림 n-1]들에서 나타났던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와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의 반비례 모습도 분명

하게 확인할 수도 없고 서로 상관없이 혹은 비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며, 따라서 

[그림 1-2]에서의 양자의 합계를 나타내는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의 크기는 더욱 월등

하게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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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가 거의 4,000에 이르는 정도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그림 1-2]에서 나타나

는 양상을 놓고 해당 기간에서의 매년 평균치를 산정하려는 시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년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년 증가치나 증가율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를테면 [그림 

1-2]에 따르면 지난 최근 20년 동안 법률안 발의․제출 총 건수는 매년 최소한 대

략 150건의 증가치 혹은 대략 50% 정도씩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설명해야할 것이

다. 물론 또한 [그림 2-2]의 의원 발의 법률안 총 건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설

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그림 1-2], [그림 2-2], 그리고 [그림 3-2] 세 그림의 각각의 곡선들의 

양상을 유심히 본다면, 평균치와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세 그림 중에서 [그림 1-2]와 [그림 2-2] 두 그림 각각에서 나타나는 급상승의 곡선, 

즉 [그림 1-2]의 발의․제출 총 건수 곡선과 [그림 2-2]의 의원 발의 법률안 총 건수 

곡선, 이 두 곡선을 제외한 곡선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평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림 1-2]의 아래쪽 곡선(가결 법률안 총 건수 곡선), [그림 

2-2]의 아래쪽 곡선(의원이 발의하여 가결된 법률안 총 건수 곡선), 그리고 [그림 

3-2]의 위쪽과 아래쪽 두 곡선 모두(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 이들 곡선들

은 매년 혹은 각 국회별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림 1-2]의 아래쪽 곡선이 나타내는 연도별 가결 법률안 총 건수에서 매년 

평균치를 대략 계산하면 1990년대에는 약 250건 정도이고 2000년대에 첫 10여 년 

동안은 대략 450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 물론 발의․제출 법률안 총 

건수의 급격한 증가라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1992년 이전의 매년 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평균치가 약 80건이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야말로 1993년 이후 국회에서 매년 제․개정되는 법률안의 총 

건수는 엄청나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제15, 16대 국회에서는 대략 평균적으로 각 국회별로 1,000

여건의 법률안이 가결되고, 제17, 18대 국회에서 각 국회별 평균치는 2,100여 건

19) 물론 이 곡선에서도 2011년의 그 수치는 974건으로 거의 1000건에 이르는 엄청난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높은 수치와 이전의 것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는 

2012년 이후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대략

의 평균치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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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된다.20)

둘째, [그림 2-2]는 [그림 1-2]의 모습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물론 바로 앞의 설명처럼 의원 발의 법률안 총 건수의 엄청난 

양으로의 급증 현상 요인을 감안할지라도, 그러면 [그림 2-2]에서 아래쪽 곡선에 

해당하는 의원 발의 법률안 중에서 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의 매년 평균치는 어느 

정도인가? 1990년대에는 그것의 평균치는 대략 100여 건, 2000년대 첫 10여 년에는 

대략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1) 이러한 수치는 1992년 이전 시기에 

의원 발의 법률안 중 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매년 평균치가 대략 20여 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5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이른바 ‘증폭’의 양상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제15, 16대 국회에서는 대략 평

균적으로 각 국회별로 500여건의 법률안이 가결되고, 제17, 18대 국회에서 각 국

회별 평균치는 1,500여건이나 된다.22)

셋째, 그러면 1993년 이후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와 관련된 평균치는 

어떠한가? [그림 1-2]와 [그림 3-2]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매년 혹은 각 국회별 평균치 산정이 가능하며 의미 있을 것이

라는 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그림 3-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첫 10여 년을 통틀어서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두 곡선은 거의 

큰 편차 없이23)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평균치를 통해 해

당 입법 활동의 양을 설명하더라도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20여 년간 정부 제출 법률안 총 건수의 매년 평균치는 대략 200여 건으로 보여 

20) 정확한 총 건수는 제15대 : 1120, 제16대 : 948, 제17대 : 1915, 제18대 : 2353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앞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제14대 국회 이전의 각 국회별 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평균치가 260건 정도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놀랄 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1) 주 19)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 곡선에서도 2011년의 그 수치는 757건

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높은 수치를 이전의 것과 평균치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는 2012년 이후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정확한 총 건수는 제15대 : 461, 제16대 : 517, 제17대 : 1352, 제18대 : 1663 등으로 

나타난다.
23) 그런데 여기에서 편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왼쪽 총 건수 지표의 상한을 

800으로 해서 작성한 [그림 3-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이후의 대상 

시기에서 [그림 3]은 거의 큰 요동 없이 평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림 3-가]는 

세부화된 지표 기준에 따라 그 양의 크고 작음을 잘 나타낸 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략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편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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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매년 평균치는 약 150여건 정도라고 할 수 있다.24) 

1993년 이후 대상 시기의 이 두 평균치는 우선 1992년 이전 대상 시기의 평균치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 우리는 앞에서 후자의 평균치가 대략 100/60 정도

라고 제시하였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평균치가 후자의 평균치의 2배/2.5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림 3-가]를 통해서 그 점진적인 증가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매년 평

균치가 1993년을 기점으로 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매년 평균치와 비교는 가능할까?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1993년 이후 

의원 발의 법률안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의원 발의 총 건수 매년 평균치 산정 자

체를 불가능하게 혹은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가능한 평균치는 

가결 총 건수 평균치뿐이다. 앞에서 1993년 이후 의원 발의 법률안 중 가결된 법

률안 총 건수의 매년 평균치가 대략 100여 건(1990년대)에서 300여 건(2000년대 

첫 10여 년)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1993년 이후 가결된 법률안 총 건

수의 매년 평균치에서 1990년대에는 정부 제출 법률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총 건

수의 매년 평균치가 의원 발의의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정부 : 

의원 = 150 : 100), 드디어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총 건수의 매년 평균치가 정부 제출의 그것보다 2배 정도 넘어서는 양상

(정부 : 의원 = 150 : 300)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을 가져온 것은 점증적인 정부제출 법률안 중 가결된 법률안들의 매년 평균

적 증가율보다 의원 발의의 그것의 증가율이 월등히 컸기 때문이다(정부 : 의원 = 

2/2.5배 : 5/15배). 

3. 가결률에 대하여

가결률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입법을 ‘사실성과 규범성을 이어주는 다리’

라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가결률은 그 다리의 완성도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 규범적 요구들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공적 기

24) 물론 [그림 3-가]에서 해당 시기를 대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출 총 건수 혹은 가결 

총 건수에 있어 다른 연도에 비해 2∼3배의 수치를 보이는 시기(예를 들면 2008년 : 

556(제출), 2010년 : 403(제출), 2011년 : 350(제출), 1998년 : 299(제출)/223(가결))가 

있기는 하지만, [그림 1] 등 기본 그림들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아서는 거의 편차 없는 

평균적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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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이해와 정책들이 명문화된 규정으로 구성되고 입법부에 제안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의도 혹은 시도가 설득력(?)을 얻어 실제로 유효한 법률로 탄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탄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답변에서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정치적 요소’, 즉 좀 더 

현실적으로 언급하자면 결국 다수결로 결판이 나버리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요소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힘 

가진 자들이 입법을 좌지우지한다’, 혹은 ‘입법부 내의 다수의 정당 또는 여당이 

입법의 주도권을 갖는다’, 좀 더 느슨하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입법한다’ 등의 대단히 상투적인 언급들의 진위를 분명히 밝히는 작업은 구

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호기심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가결률’에 대한 분석이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자. 모든 그림들([그림 7]은 제외)의 구성에서 각 그림들은 

두 개의 곡선, 즉 발의/제출 법률안 총 건수 곡선(일반적으로 위쪽 곡선)과 그중 

가결된 법률안 총 건수 곡선(일반적으로 아래쪽 곡선),25) 양 곡선이 있고, 그 두 

개의 곡선의 거리 또는 간격이 바로 가결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을 

가결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가결률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도 양 곡선의 간격이 비교적 벌어져 있는 경우, 

즉 가결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예를 들면 1988년 전후)도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가결률 양상은 이것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이후의 대상 시기에서 나타나는 그 현저한 차이점은, 비록 아래쪽 곡선, 

즉 가결된 법률안 총 건수를 표시한 곡선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가결 법률안 총 건수 곡선의 이 정도의 상승세보다 몇 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법률안 발의/제출 총 건수의 곡선의 모습으로 인한다는 것은 금방 확인할 

25) 그림들 중에는 가결된 법률안 총 건수의 크기가 발의/제출 법률안 총 건수보다 높은 

위치, 즉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경우를 나타내는 몇몇의 시기가 나타난다. 이는 순

전히 이 분석을 위한 통계 산정의 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 연도에 

발의/제출된 법률안들이지만 다음 연도에 가결된 경우에는, 그것이 가결된 연도에서는 

발의/제출 총 건수에는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제출 법률안 총 건수가 가결 법

률안 총 총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그 연도별 혹은 각 

국회별 통계에서 간혹 보이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혹은 전반적

인 경향과 추이를 파악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라 판단해서, 그리고 

이러한 아주 미세한 또한 드문 특수한 경우들을 포섭할 수 있는 통계 산정 방법을 찾

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일반화시켜 작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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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이런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시기

에서는 그 가결된 법률안의 총 건수는 어느 정도 증가의 추세를 보이지만, 발의/

제출 법률안의 총 건수와의 비율, 즉 가결률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

률에 대한 것이다. 먼저 그림들을 비교하며 파악할 수 있는 가결률의 상호 관계는 

총 건수를 나타내는 곡선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의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에서 총 건수를 표시하는 두 곡선의 높이는 [그림 2]와 

[그림 3] 두 그림에서의 각각의 두 곡선의 높이의 합계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그림 1]에서의 가결률, 즉 두 곡선의 간격의 크기는 [그림 2]와 [그림 3] 두 그림

에서의 각각의 가결률, 즉 간격의 크기를 대략26) 평균화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양자 모두 가결률이 높거나 모두 가결률이 낮은 경우에는 전체의 가결

률이 그에 따라서 높거나 혹은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한쪽의 가결률이 매우 낮고 

다른 한쪽이 가결률이 높은 경우에는 양 가결률이 상쇄되어 전체 가결률이 높지도 

낮지도 않게 평균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결률을 중심으로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자. 

워낙 그 총 건수 지표의 상한선이 높게 지정되어 있어서 두 곡선의 간격, 즉 각각의 

가결률의 크기, 혹은 그 추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일단 [그림 2]에서의 

가결률은 [그림 3]에서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

반적으로 보아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에 비해

서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3]의 지표 수정 그림인 [그림 3-가]에서 보면 

1948년부터 2011년까지 전반적으로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한두 차례의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한다면) 거의 80% 이상으로(100%에 임박하는 시기들도 여러 

차례 보인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결률의 양상과 차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990년대 이전 대상 시기의 

가결률의 정도는 [그림 1-1], [그림 2-1],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의 설명, 

즉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26) 여기에서 ‘대략’이라고 설명한 것은 각각의 비율(가결률)이 정확하게 평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의원 발의/가결 총 건수가 40/10, 정부 제출/가결 총 

건수가 100/60인 경우, 전체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는 140/70으로 된다. 이를 가결률로 

보면 전자는 25%, 후자는 60%가 될 것이고 전체 가결률은 50%가 된다. 즉 25%와 

60%의 평균인 42.5%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비율(가결률) 산정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발의 혹은 제출 총 건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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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가결률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된 것도 결국 

전자가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1990년대 이후의 시기에서는 어떠

한가? [그림 1-2], [그림 2-2], [그림 3-2]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는 워낙 의원 발의 법률안 총 건수가 막

대한 양으로 나타나고 그것의 가결률도 낮게(두 곡선의 간격이 크게) 나타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 법률안의 가결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또한 [그림 2-1]과 [그림 2-2]를 비교해보자. 가결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분모

(발의․제출 총 건수)와 분자(가결 총 건수)의 크기의 비율이다. [그림 2-1]에서 가

결률이 낮게(두 곡선의 간격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양 곡선의 높이가 절대

적으로 낮은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은 분자에 해당하는 

가결 법률안 총 건수가 워낙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림 2-2]에서 가결률

이 낮게 나타난 것은 비록 분자(가결 총 건수)의 크기가 비교적 상당한 정도로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발의 총 건수)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결률과 관련해서 [그림 2-1]과 [그림 2-2]의 비교에서, 양자 모두 가결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27) 그 낮은 가결률의 원인과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어떠한가? [그림 3-1]과 [그림 3-2]를 비교

해보면, 양 자의 가결률의 크기와 그 변화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매우 높게

(두 곡선의 간격이 매우 협소하게) 나타난다.28) 이렇게 가결률이 안정적으로 나타

나는 것은, 각각의 그림에서 두 곡선의 높이가 비례하여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29) 

27) 앞서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의 매년 평균적 총 건수는 대략 50/20(1992년 이전)이고, 

1993년 이후에는 발의 총 건수의 평균치 계산이 어렵고 단지 증가율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1993년 이후 가결률을 대략 제시한다면 40% 전후(2011년에 그 수

치가 3338/757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결국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1948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40% 전후 정도에서 머무른다고 할 

수 있다.
28) 앞서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의 매년 평균적 총 건수는 대략 100/60(1992년 이전), 

200/150(1993년 이후)이라고 제시하였다. 결국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1948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60%에서 75%이르는 높은 비율로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9) 물론 이러한 안정적이고 높은 가결률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3-1]의 1950년대 후반과 [그림 3-2]에서 2008년, 이 두 시기는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낮은 가결률을 보인다. 추정컨대, 입법부인 국회에 정부 제출 법률안들이 

가결될 수 없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황, 예를 들면 여소야대의 정국이거나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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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가]에서 보면, 비단 거의 100%에 가까운 가결률을 보이는 비정상 입법기

구들의 시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기에서도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

결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제출 법률안 총 건수의 점증적 증

가율에 비례하여 가결 법률안 총 건수도 점증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매년 단위의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

결률의 내용은 [그림 4-n], [그림 5-n], [그림 6-n]으로 나타낸 각 국회별 가결률에

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IV. 몇 가지 세부적인 설명

1. 현행 유효한 법률의 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의․제출/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총 건수에는 법률의 제정, 그리고 개정과 

폐지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고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경우, 그 법률과 관련된 입법 활동의 통계는 수십 건에 이르는 수치로 나타

난다. 그러나 그 법률은 법률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폐지되거나 분화되거나 

통합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유효한 법률로 존재하는 것이다. 1948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유효한 법률은 20개였다.30) 그 후 매년 입법 활동의 결과 

각 시기에 유효한 법률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 현재 유효한 법률의 

수는 1296개에 이른다. 거칠게 말하자면 지난 60여 년 사이에 대략 60배로 증가

하였다고 할 수 있다.31) 

[그림 7]은 주 31)의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림 7]에서 보여주는 매년 

말에 존재하는 현행 유효한 법률의 수의 증감32)의 추이를 앞서 우리가 분석한 

여당 사이의 갈등 심화 등의 상황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30) 의원 발의/가결 총 건수는 16/13, 정부 제출/가결 총 건수는 8/7이였고, 결국 전체적으로 

24건이 발의․제출되어 1948년 말 당시 20개의 유효한 법률이 있었다. 
31) 매년 말 당시 존재했던 유효한 현행 법률의 수는 다음과 같다. 1948년부터 1971년까지

의 통계는 찾지 못했으며, 1972년 이후의 통계는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의 법령통계를 참조하였다. 또한 이 표에서 국회 구분은 국회 임기가 시작 해 3, 4월 

혹은 5월이었기 때문에 시작 해를 포함시키고 종료 해는 다음 국회의 시작 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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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과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비교분석에 앞서 

물론 현행 유효한 법률의 수의 증가 비율이나 추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연도 국회 유효 법률 수 유효 법령 수(법률+대통령령+총리 ․ 부령)

1972 제9대 607 2,362

1981

제11대

733 3,057

1982 732 2,944

1983 736 2,927

1984 741 2,932

1985

제12대

743 2,943

1986 748 2,958

1987 765 2,999

1988

제13대

776 3,034

1989 739 3,094

1990 820 3,181

1991 861 3,144

1992

제14대

869 3,211

1993 886 3,253

1994 896 3,302

1995 931 3,342

1996

제15대

941 3,347

1997 952 3,400

1998 955 3,476

1999 952 3,461

2000

제16대

978 3,525

2001 1,004 3,582

2002 1,026 3,649

2003 1,057 3,744

2004

제17대

1,106 3,871

2005 1,142 4,010

2006 1,163 4,122

2007 1,223 4,266

2008

제18대

1,233 4,315

2009 1,235 4,385

2010 1,261 4,467

2011 1,296 4,567

32) 현재까지(물론 1971년 이전까지의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매년 말 현행 유효한 

법률의 수가 그 이전 해 말의 수보다 줄어든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증감’

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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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년부터 매 10년 기간을 나누어서 본다면 대략 

현행 법률의 수에서 증가되는 양은 125(1970년대), 128(1980년대), 143(1990년대), 

292(2000년대) 등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유효 법률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해 왔다는 

것은 굳이 통계자료를 보거나 분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될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증가폭은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적정 수 판단의 논란과 상관없이, 최소한 과거에 비해

서는 그야말로 법률홍수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답변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 예측들33)이 서로 경쟁하며 답하고자 하는 질문

을 던지면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법률의 총 수는 과연 끊임

없이 증가할 것인가?

둘째로 우리는 몇 가지(예를 들면 폐지 법률의 수, 혹은 법률의 등)의 추정된 

조건을 전제로 하고 대략의 평균치를 계산의 근거로 삼는다면, 새로이 발의․제출

되어 가결된 법률안들 중에서 제정 법률안의 수와 개정 법률안의 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2년 이전까지 (비정상 입법기구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대략 80여 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다면, 10년 

동안 800여 건의 법률안이 제․개정된 것이고 그중에서 대략 140여 개34)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10년 동안에는 매년 대략 

250여 건의 법률안이 가결된 것이라면, 10년 동안 2,500여 건의 법률안이 제․개정

된 것이며 그중에서 160여 개35)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안에는 매년 대략 450여 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다면, 그 10년 

33) 제시될 수 있는 예측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그 증가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둘째, 어느 정도 증가한 후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림에

서 고원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다; 셋째, 어느 정도 증가한 후,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 넷째, 일정 기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감소 추세, 이

렇게 들고 나는 봉우리와 계곡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등등.
34) 기존 법률들 중에서 폐지되는 법률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의 

수는 주 31)에서 계산한 각 시기에서 현행 유효한 법률의 수의 증가수보다는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또는 일정 기간에 있어 몇 개의 법률안이 폐지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거나 계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론 대단히 부정확할 수 있다는 위

험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추정하고 진행해 보고자 한다. 즉 기준 기간에 폐지

되는 법률의 수가 해당 기간에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수의 대략 10% 전후라고 추정

해 보자. 이렇게 본다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어서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중

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비율은 대략 17.5% 정도가 될 것이다.
35) 바로 앞의 주의 계산을 따른다면 1990년대에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중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비율은 대략 6.4% 정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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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는 매년 대략 4,500여 건의 법률안이 제․개정된 것이며 그중에서 대략 

320여 개36)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통계분석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의 입법 활동의 결과에서는 

기존의 법률들의 개정은 82.5%, 그리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17.5%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전자는 93∼4%, 

후자는 6∼7%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의 결과를 더 나아가면 1990년대 초반

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전개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서 기존 법률들의 개정을 통한 재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일단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정적 결론을 앞의 첫 

번째 설명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 예측에 활용하자면, 즉 새로이 제정되는 법

률의 비율이 아주 낮은 수치로 안정되거나(즉, 폐지되는 법률의 수와 비슷한 정도로) 

점점 축소되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정 시점에서의 유효한 법

률의 총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의원 입법 활동과 입법량 증감의 규칙성에 대하여

앞에서 우리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주도권, 입법 활동의 

결과물인 발의․제출/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 등등에서 의원 입법이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양상을 여러 번 지적하였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리고 [그림 

1-n], [그림 2-n], [그림 3-n] 등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37) 이러한 현상을 가져

오게 한 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해당 시기에서 각 국회의 의원과 정당 

구성(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등장) 등 정치적 요인, 입법과정에서 의원 중심체계로의 

전환 등 입법부 내재적 요소, 정부 입법의 의원 입법화로의 전환 등 행정부와 입

법부 관계 등 거버넌스적 요인, 다양한 방식의 입법청원 등 시민사회적 요인, 법

체계의 재정비 등 법 내재적 요인, 법치주의의 실질화 혹은 법률만능주의 확산 등 

법문화적 요인, 세계화와 블록화 등에 따른 국제적 요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 등 행정적 요인,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경

36) 마찬가지로 주 33)의 계산을 따른다면 2000년대 첫 10년 동안에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중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비율은 대략 7.1% 정도가 될 것이다.
37) 이 그림들의 기초가 되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 

assembly.go.kr에서 의안정보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대통령임기는 김영삼 1993.2. 

25∼1998.2.24; 김대중 1998.2.25∼2003.2.24; 노무현 2003.2.25∼2008.2.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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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요인, 복지와 분배의 요청에 따른 복지국가적 요인, 컴

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첨단 사회망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소통문화 요인… 등등.

이와 관련해서, 앞서 이 글의 분석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요인들과의 관련성이라든지 그 많은 요인들 중 어느 요

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그 요인들 사이의 관계성이라든지 각 요인

들의 지속성과 강도 등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분석은 다루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정량적 통계와 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양상들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경향과 추이,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다. 의원 발의/

가결 법률안 총 건수, 가결률, 입법과정에서의 주도성 등은 전체적인 분석에서 다

루었으니,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을 거론해 보자.

1990년대 초반부터 이후 대략 20년 동안 5차례의 국회(제14대∼제18대)가 존재

했었고, 그 사이에 각기 다른 4개의 정당(민주자유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국회 정부 연도 의원발의 의원가결 정부제출 정부가결 제출 총 건수 가결 총 건수

제14대

92 22 8 45 37 67 45

김영삼

93 83 25 188 173 271 198

94 90 43 170 162 260 205

95 114 42 167 165 281 207

제15대

96 188 36 168 132 356 168

97 215 60 138 86 353 146

김대중

98 366 204 299 223 665 427

99 376 153 203 177 597 330

제16대

00 266 35 200 123 466 158

01 511 126 135 108 646 234

02 400 109 109 93 509 202

노무현

03 719 213 151 96 870 309

제17대

04 816 124 191 93 1007 217

05 1461 357 195 114 1656 471

06 1228 341 245 113 1473 454

07 1186 364 210 186 1396 550

제18대 이명박

08 1925 347 556 148 2481 495

09 2335 435 264 250 2599 685

10 2512 256 403 141 2915 397

11 3338 757 350 217 3688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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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4개의 정부가 차례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림 n-2] 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법부에서 법률안의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에서 유례없이 폭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양상에서 어떤 

규칙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과연 각 국회의 4년 임기 중에서 

어느 특정 시점에 입법 활동이 집중되거나 혹은 미약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국회임기를 1년차부터 4년차로 구분하여서 각 국회별로 각각 

년차의 입법 활동의 양을 살펴보았을 때, 분석 대상인 모든 국회들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제14대 국회에서는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입법 활동 전체에서 의원 발의/

가결 총 건수의 수가 미미하고 여전히 주도권은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에 놓여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는 당해 국

회의 1년차보다는 2∼4년차에 집중되어 증가한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는 1, 2년차에 비해서 

3년차에 2배/3배 정도 증가하고 4년차에는 다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각각 

2배 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 원인은 3, 4년차의 정부 제출/가결 총 건수가 

1, 2년차에 비해 각각 2∼3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가 1, 2년차에 비해 3∼4배 이상으로 증가

했다는 점이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 총 건수가 1년차에는 이전 국회의 

4년차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2, 3년차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회복하고 

4년차에는 1년차에 비해 각각 2배 정도 다시 증가하는 수치를 보인다. 그리고 이제 

4년차에서는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에서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 총 

건수가 거의 2/3 이상 차지한다. 전체 가결 법률안 총 건수에서 주춤했던 1년차 

경우는 비록 의원 발의 법률안의 총 건수가 정부 제출 그것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가결 총 건수에서는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이다. 

제17대 국회에서는, 1년차에서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 총 건수는 이전보다 증가

했으나(물론 이는 의원 발의 법률안 총 건수의 수가 이전 국회의 그것에 약간 상회

하는 정도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가결 법률안 총 건수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1/3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나 2, 3년차에는 1년차에 비해 전체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가 1.5배/2.2배 정도, 4년차에는 1.4배/2.6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

서도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 총 건수가 2, 3, 4차년도가 1차년도에 비해 각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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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정도 증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1년차에서도 이전 연도의 증가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전체 가결 총 건수) 오히려 2배 정도 증가하는 수치(전체 발의․제출 총 건수)를 

보인다. 2년차의 전체 발의․제출 총 건수에는 1년차의 수치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

이지만, 전체 가결 총 건수는 대폭 증가하는데, 이는, 물론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 

총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매우 특이하게 정부 제출 법률안 중 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가 예년에 비해 2∼3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3년차에는 비록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 총 건수는 예년 증가율 정도 상승하였지만, 전체 가결 법률안 총 

건수는 이전 연도보다 대폭 감소하여 예년 수준으로 되었다. 그러나 놀랄 만한 현

상은 제18대 국회 4년차에서 나타나는데, 이미 우리가 [그림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가 각각 3688/974건에 달하는 엄청난 

입법 활동의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결정적인 요인은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 

총 건수가 3338/757건이라는 유례없는 폭등으로 인한 것이다. 주 31) 표에 의하면 

2010년 말 당시 유효한 현행 법률의 수가 1,261개, 2011년 말 당시 그것은 1,296

개임을 상기할 때, 전체 가결 법률안의 수가 974건, 그리고 의원 발의 법률안 중 

가결 법률안의 수가 757건이라는 것은 당시 현행 법률들 중 거의 70% 이상의 법

률들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개정된 법률들 중 82%가 의원 발의되

고 가결된 법률안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국회의 5대에 걸친 시기에서 각 국회의 연차별 입법 활동의 

적극성 정도를 의원 입법 활동과 관련지어 일반적 특징을 잠정적인 가설로 제시

해 본다면,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1년차(가끔은 2년차를 포함하여)에는 입법 활동

이 주춤하고, 3, 4년차(대부분은 4년차)에는 입법 활동이 왕성하여 발의․제출 총 

건수와 가결 총 건수 모두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결정적인 

원인은 의원 입법 활동, 즉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 총 건수의 증감에 있으며,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1년차(혹은 2년차까지)에는 

그에 따라 전체 총 건수도 주춤 혹은 감소하고, 전자가 이전의 증가 추세를 유지

하거나 폭증하는 3, 4년차에는 후자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 시기를 대상으로 그림으로 표시하게 된다면 하나의 국회씩 ↗방향의 톱날의 

모양38)을 볼 수 있을 것이다(물론 대상 시기 전반적으로 일정 정도로 끊임없는 

증가 경향이 유지된다면 밑변이 수평인 톱날이 아니라 밑변 자체도 ↗방향을 보일 

38) ↙의 모습의 톱날 모양이나 ︿의 모습의 톱날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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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 1년차에는 다시 입법 활동이 주춤

하거나 감소해야 할 것이고, 2년차부터는 다시 증가 경향을 띠어야 할 것이다. 과연 

이 가설이 타당할 것인가? 

다음으로 정부의 성격 또는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살펴보자.39) 주 37) 표에 따

르면, 전반적으로 보면 4차례의 상이한 정부가 존재했던 지난 20년간 전체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이전 정부의 마지막 연도에 

비해서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노무현 정부는 예외적40)).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부 전반기에서의 입법 활동의 

활발함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1990년대(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그리고 2000년

대(이명박 정부)에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 총 건수가 이전 정부의 후반부보다 2

∼4배 이상 정도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41)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설을 제시한

다면, 정부의 성격에서 이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정부 전반기에 입법 활동이 활발하고, 그 활발함에 비교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정부의 

성격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와 유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 임기 전반에 

걸쳐서 의원 발의/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에서나 정부 제출/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

에서 안정되고, 따라서 전체 입법 활동의 양상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마지막 5년차와 노무현 정부 마지막 5년차에서 정부 제출 법

률안의 가결 총 건수를 비교해 보자. 각 정부 5년차의 12월 중에 실시되는 대통령 

39)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자면, 지난 20년 동안의 입법 활동의 추이나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서 특징적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증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인과관계 추정은 가능한 한 피하고, 산정된 기초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격과 정권 

교체와의 관계에서도 그와 관련된 중요한 다른 변수들이 여러 가지 함께 논의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는 사상하고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40)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는 의원 발의/가결 총 건수와 정부 제출/가결 총 건수, 따라서 

전체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는 증가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서는 의원 입법이 전반적으로 정부 입법에 대략 3배에 

이르는 양상으로 지속된다. 
41) 2011년 이명박 정부 4년차 입법 활동의 양상의 특이점과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

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추세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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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는 바로 그 해의 국회에서(생각건대,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와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후, 그 해 12월 말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의 성격이 보다 중요

할 것이다) 입법 활동의 양상을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5년차 국회에서는 예년

보다 상당히 감소한 수치의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이 이루어지고, 노무현 정부의 

그 시기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부 법률안이 가결된다. 그러면 다시 가설적 

논의로, 12월 대통령 선거로 인해 기존 정부의 성격과 유사한 새 정부의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는 경우 그 해(기존 정부의 마지막 5년차이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

는 해)의 정부 제출 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기존 정부와 성

격이 다른 새 정부의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는 경우(즉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

우) 그 해의 정부 제출 가결 법률안의 총 건수는 상당히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성격과 정권 교체와의 관계에서 제시한 두 가설을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 

선거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경우, 우선 기존 정부와 새 정부의 성격이 유

사한 경우에는 기존 정부의 후반부로 갈수록(특히 5년차 연도) 정부 제출 가결 법

률안의 총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또한 새 정부의 전반부에 있어서도 그것

의 총 건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띤다. 다음으로, 기존 정부와 새 정부의 성

격이 다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정부의 마지막 5년차 연도의 

그것의 총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며 새 정부의 전반부에 있어서도 그것의 총 건수

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물론 이 글은 일반화시키기에, 혹은 가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너무도 협소한 대상 시기와 기초 통계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수준, 이 단

계에서 가능한 한 산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예측 가능한 가설을 제시한 것이

다. 그러면 과연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5년차의 수치는 과연 우리의 가설에 들어

맞을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V. 결론, 그리고 남아 있는 과제

이 글에서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경향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의 연구들에서 기초하였던 방법론에 입각하여 새로 확장된 대상 

시기의 기초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몇 가지의 주제들을 분석 연구하였다. 특히 이 

글은 가능하면 정량적 통계와 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양상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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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몇 가지의 경향과 추이,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는 시도에 연구 범위를 한

정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 입법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놀랄 만하게 급격하게 증가된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의 

수치이다. 또한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바로, 지난 20여 년 동

안의 입법 활동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의 주도적 성격, 즉 의원

들의 입법 활동이 정부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게 활발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법률안의 총 건수, 매년 혹은 각 국회별 법률안의 평균치, 발의․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 등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양상의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과 특징들은 5차례의 국회(동시에 4차례의 정부)에서의 입법 

활동의 세부적 분석 주제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에 따른 몇 가지의 가설도 제시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 글은 결국 입법 활동의 결과로서 법률의 양과 특징적 내용에 대한 예

측이나 전망의 기초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은 

항상 그 이전 연도보다 증가된 양의 양상을 보일 것인가? 만약 이렇게 증가되는 

입법 활동의 양은 그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에 

가서는 다시 수그러질 것인가? 입법 활동의 양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있다면,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정 정도의 양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양일 것

인가? 혹시 그것이 규범적이든 경험적이든 ‘적절한’ 혹은 ‘합리적인’ 입법 활동의 

양이 있거나 혹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글은 

실증적 분석과 제시된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예측과 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거친 길이다.

그래서 수많은 과제들이 남는다. 첫째, 이 글에서 분석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법과정이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

사․분석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이 글에서 실증 분석으로 찾아

낸 결과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인과관계 혹은 관련성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이 과제는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의 문제로 논란

이 되기는 하지만,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률안들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속하는 법률안들의 생애와 관련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법제 전반의 생애주기를 추정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그러기기 위해서는 각 분류별 법률안의 생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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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별 법률에 대한 미시사적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넷째,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해서,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 앞으로 

적절한 기간 단위(10년 단위든 국회별이든 기타)로 계속 추적하여 가장 최근까지

의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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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ndency and Aspects 

of the Legislation after 1990s in Korea

Lee, Sangyoung*

42)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to comtemporary 19th National Assembly the 

promulgation of Acts numbers to 11,487 (8th October 2012) and the number of 

effective Acts (including Constitution) mounts up to 1,263 (8th October 2012). [Figure 1] 

shows the trends related to the amount of legislative action, bill examination, in 

Korean National Assembly from 1948 until 2011. In this figure there are two lines, 

the upper one shows the trends of the yearly amount of submitted bills to National 

Assembly and the lower one shows the trends of the yearly amount of passed bills 

in National Assembly.

And the outline of both lines curve since 1993 is very dis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The slope of the curve of the upper line (the line of the amount Bills introduced/ 

submitted) since 1993 is dramatically steep and this phenomenon of rapid increasing 

carries on to 2011. Although less steep than the upper line, we can see also the in-

creasingly rapid march of the amount of passed Bills since 199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and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after 1990s, for the last twenty odd years, in modern Korea. I will, in 

this paper, attempt to add my own socio-legal approach to the broader issue. Particularly 

this paper is designed to focus empirically and positively on the tendency and as-

pects of the history of Korean legislation during that period, and describes the char-

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and their related phenomena in each stage of that period. 

Keywords: legislation, legislative, introduce/submit/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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