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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의원들의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행태 또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
다. 특히 위원회 이론에 기초하여 상임위원회의 제도적 특성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상임
위 입안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의
원의 여당 변수, 공동발의자 변수와 정보확산 요인으로서 발의자 상임위 소속 여부 변
수가 17대와 18대 4개 상임위원회 법률안에서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개인적 요인으로 우수입법 의원 변수, 이익분배요인으로서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정당이익요인으로서 위원장 여당 변수는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 수준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이론에 근거한 위원회의 제도적 특성 요인이 중요한 영향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17~18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로
확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변수 측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변수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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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면서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자
로서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15대 국회 이후 정부
제출 법안보다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의원발의안은 17대 5728건, 18대 1만1191건으로 17대 1102건, 18대 1693건에 그친 정부제
출안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원발의안의 폭발적인 양적 증가 현상에 대해 과잉 규제입
법 양산 및 입법 효율성 저하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지만(김현종 2013), 국회 본연의 입
법 주도권 회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법안 발의 활동의 활성
화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최준영 2006; 서현진·
박경미 2009; 전진영 2013).
이에 따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의원발
의 법안 가결에 관한 연구들(최준영 2006; 문우진 2010)에서 의회의 입법 주도권 내지 의제
설정(agenda setting) 권한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럼에도 최근의 의원발의의 동인 및 법률안의 가결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경험적
연구는 몇몇 소수 연구(최준영 2006; 서현진·박경미 2009; 김준석 2012; 이현출·김준석
2012)에 머물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의원발의 법률안 가결에 관한 다양한 요인을 밝혀내
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크지만, 대부분 본회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의
원발의 법률안 가결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한국 국회는 제6대 국회 이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함으로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가 주도적인 정책의제설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최정원 2001; 박찬표 2004; 전진영 2009; 전진영·박찬욱 2012). 실제로 상
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18대 국
회의 경우에 위원회 보고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7건에 그치고 있다(전진영·
박찬욱 2012). 따라서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 수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
으로 폭증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안들의 통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논의의 틀이 요구된다(문우진 2010). 특히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의원발
의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17~18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율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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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위원회의 제도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다(박경미 2009; 전
진영·박찬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원발의 법안 가결 영향요인 분석에 위원회
배정과 활동에 관한 전통적인 위원회 이론의 적용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8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
는데(박윤희·박명호 2013; 박윤희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17~18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국방, 외교, 농업, 복지)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대상으
로 확대 적용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분석에서도 법안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원의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서 위원회의 특성, 그리고 발의된 법률안의 정책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를 위해 II절에서는 법률안 가결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위원회 이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III절에서는 위원회 이론에 근거한 연구가설과 변수 측정
을 설명한다. IV절에서는 17~18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및 유의
미한 독립변수가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Ⅴ절
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위원회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기존 위원회 배정과 활동에 관한 위원회 이론은 상당히 복잡하
고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의회제도의 실증연구에 관한 초기 연구는 이익분배이
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위원회 배정 및 활동과 관련해 이익분배이론이 지배적인
시각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전후로 이익분배이론을 반박하는 논의가 크리비엘
(Krehbiel 1991)의 정보확산이론, 콕스와 맥커빈(Cox and McCubbins 1993)의 정당이익이
론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대립적인 논쟁이 진행되어 오
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의 배정 및 활동에 관한 세 이론인 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익분배이론에 따르면 위원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의원의 재선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한다(Fiorina 1989; Weingast and Marshall 1988; 손병권 1998;
박찬표 2004). 즉 위원회는 상호배타적인 관할권과 특정 정책영역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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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상호 투표 교환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정책 선호
측면에서 본회의와 비교해서 편향된 정책선호를 가지며 내부적으로는 동질적인 정책선호
를 가진다(Shepsle and Weingast 1994; Weingast and Marshall 1987; 박윤희·박명호 2013).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특정 의원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역구의 이익에 대한 강한 수요자로
서 각각의 상임위원회의 주체는 의회 전체(혹은 본회의)나 정당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에 소속된 의원들의 지역구이다(손병권 1998, 247-248). 결론적으로 이익분배이론의 관점
에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는 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익분배이론에 따른 위원회는 재선지향(reelection-oriented) 위원회의 특성을 지닐 것이다
(Smith 1986; Sinclair 1986; 박윤희 2014).
다음으로 정보확산이론에 따르면 위원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분업화와 의원들
의 전문성을 통하여 본회의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 공급
단위이다(Krehbiel 1991; 가상준 2002; 박찬표 2004). 따라서 위원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호
는 본회의 전체 선호를 대표하여 상이한 선호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특정 이해관계
에 편향되지 않도록 구성된다고 본다(Krehbiel 1990; 1991).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주체는
정당이익론에서 주장하듯 다수당이 아니며 이익분배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지역구도 아니
고 바로 본회의이다(손병권 1998).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정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이고 전체 의회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적 정책지식을 축적하는 본회의의 대리
인으로 간주된다. 정보확산이론에 따른 위원회는 정책 지향(policy-oriented) 위원회의 특
성을 지닌다(Sinclair 1986).
마지막으로 정당이익이론(Partisan theory)은 위원회 개별의원의 활동과 투표는 소속
정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Cox and McCubbins 1993; Battista 2006). 콕스와 맥커빈
(1993)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수당의 의회 조정수단으로서 위원회는 정당의 연장이고 위
원들은 정당의 연장선에서 정당 정책 실현의 대리인이며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 그것
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책 선호의 관점에서 위원회의 의원들의 정
치적 선호는 정당의 선호를 반영한다. 이익분배이론이 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강조
하고 정보이론이 위원회의 본회의에 대한 귀속성을 강조하였다면 정당이익이론은 위원회
의원들의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다(가상준 2002). 정당이익이론에 따른 위원회는
권력 추구(power-oriented) 위원회의 특성을 지닐 것이다(Sinclair 1986).
다만 최근에는 위원회 관련 세 가지 시각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하나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위원회 이론들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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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위원회 관련 세 이론의 주요 특징들
구분

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지역구 이익의 요구자: 본회의 정보의 공급자: 상황에 따른 정당의 대

관점

선호의 국외자

정보 생산자

리인

위원회의 주인

지역구 유권자

본회의

정당(다수당)

지역구 이익

정책결과의 불확실성

(연방 보조금)

감소

의원의 위원회 배정

자기 선택

양당협의의 반영

정당의 영향력

위원회 특성

재선 지향

정책 지향

권력 지향

동기 내지 목적

정당 평판 제고

출처: Maltzman and Smith(1994), Sinclair(1986) 및 손병권(1998) 재정리.

이 등장하고 있다(Maltzman and Smith 1994; Hurwitz et al. 2001; Battista 2006; 박윤희
2014). 대표적으로 말츠맨과 스미스(Maltzman and Smith 1994)는 세 가지 이론적 시각의
양립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2000~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위원회 투표 패턴
을 위원회 세 가지 이론으로 분석한 바티스타(Battista 2006) 연구에서도 시간과 이슈에 따
라 위원회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세 이론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 활동 및 배정과 관련된 위원회 이론의 주요 특
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한편, 국내에서는 미국 의회 중심으로 발전해온 위원회 이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소개하
거나 위원회 이론의 타당성을 정책 선호의 차이를 통하여 검증하는 몇몇 소수의 연구가 진
행되어오고 있다(손병권 1998; 가상준 2002; 2009; 박찬표 2004; 이현우 2009; 전진영·박
찬욱 2012). 대표적으로 손병권(1998)은 의회조직 세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1961년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 투표 행태에 관한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당이익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상준(2002)은 위원회 세 이론을 소개하고 1990년대 이후인 미
국 103대, 104대 의회 4개 상임위원회(농업, 군사, 재향군인, 정책위원회)를 분석함으로써
정보확산이론 가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이론을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적
용한 연구에서도 정당이익 이론과 정보확산 이론이 타당성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가상
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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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안 가결 관련 선행연구
국내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별 입법사례에 대한 연구와 거시적 집합자료에 주
목하여 입법활동 및 가결율 등을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김준석 2012).
또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연구의 분석 대상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초점을 두는 연구와 본회의 활동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석단위의 측
면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와 법률안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들로 구
분될 수 있다(박윤희·박명호 2013; 박윤희 2014). 이와 같이 분석대상과 분석수준의 구
분에 따를 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본회의 수준에서 법률안을 입법생산성 관점에서 분
석 혹은 법률안 가결을 분석한 연구(서현진·박경미 2009; 문우진 2010; 이한수 2012; 김
준석 2012; 이현출·김준석 2012)와 본회의 수준에서 의원들의 투표 행태 등에 초점을 두
는 연구(이현우 2005; 전진영 2006; 한정훈 2011), 상임위원회 수준의 의원들의 행태에 초
점을 두는 연구(최준영 2006; 이현우 2009; 서인석 외 2010; 권은실·이영환 2012)에 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 수준의 법안 가결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소수의 연구(박경미
2009; 전진영·박찬욱 20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경미(2009)는 의원법안의 의원의 상임
위 선호도와 의원의 교섭단체 소속 여부가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의 검증에 있어 선호, 기피, 상충위
원회 간의 법률안 가결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평균분석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전진영·박찬욱(2012)는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문지기
역할(gatekeeper power)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원회 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이들은 위원회 이론을 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입법권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당이익이론의 입장과 유사하게 다수당의 입법권력이 법
안 가결(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원회 수준의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
에 있어 의원의 개인적 특성 요인, 정책의 특성과 함께 위원회의 제도적 특성에 주목한다.

17~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비교분석 241

III. 연구가설 및 변수 측정
1. 개인적 요인(특성)
먼저, 의회 입법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Mayhew 1974; Cox and McCubbins 2002). 일반적으로 의원법안의 경우에 발
의자가 여당(집권당) 소속인 경우에 사전에 정부안과 일정한 협의를 통해 제출하거나 다
수당의 이념 내지 정강 정책에 부응하는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야당의원에 비해 상대적으
로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정원 2001; 전진영 2006; 서현
진·박경미 2009; 전진영·박찬욱 2012).
따라서 법안 발의 원인 여당 소속인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가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 의회에서도 의원 개인의 입법투표를 포함한 입
법활동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현진·박경미 2009).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의원이면(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 18대 국회
는 한나라당을 여당) 1로, 나머지 당 소속 의원은 0으로 각각 측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1: 의원법안의 발의자가 여당 소속인 경우에 제출된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미국 의회에 대한 연구(Hibbing 1991; Schiller 1995; 이현출 2009)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선수(seniority)가 높은 의원일수록 발의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수
가 올라갈수록 입법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게 되고 지역구 활동보다는 원내활동에
투자할 시간과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Fenno 1978; 최준영 2006). 이와 같이 의원들의
선수가 높을수록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
가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의원의 선수(seniority)는 당선된 횟수로 측정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2: 의원발의한 의원들의 선수(seniority)가 높을수록 제출된 법안의 가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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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발의된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수가 많을수록 법률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 즉 공동발의는 입법 연합의 한 형태로서 공동발의자가 많을수록 의원들의
공감대가 높고 국민의 지지가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될 가능성
이 더 높아질 것이다. 공동발의자 수가 많을수록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시간은 짧아지고
입법생산성은 높아지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목진휴 2009; 문우진 201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설 1-3: 의원법안의 공동 발의의원 수가 많을수록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다.

넷째, 국회의원의 입법 전문성 정도가 법률안 가결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의 입법전문성이 높을수록 우수입법의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고 우수입법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법안 가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매년도 우수입법의원 선정 여
부는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한 연도별(2008~2011년) 의원명단을 활용하는데,1) 입법 최우수
의원과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각각 측정한다. 인
과관계의 선행성 확보를 위해 입법우수의원 선정 여부 변수는 종속변수보다 한 년도 앞선
변수로 측정한다.
가설 1-4: 입법 우수의원이 발의한 법안일수록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제도적 요인(위원회 특성)
위원회 이론에 기초하여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회의 제도
적 특성 요인을 추출하고 측정변수를 소개한다.
1) 국회사무처는 매해 연말에 전체 재적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평가한 결과(의
원 발의 건수, 상임위원회 통과건수, 본회의 통과건수 등에 따라 점수의 가중치를 둠)를 기초로
입법최우수,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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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분배이론에 따른 가설
먼저 이익분배이론에서 위원회는 의회 내에서 이익 거래 및 이익 배분의 단위로 상정되
며 지역구를 대표하여 상이한 이해를 추구하는 의원들 간의 거래를 통한 상호이득을 제도
화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
의 활동이 전개된다면 교환을 통한 개별의원의 지역구 이익 추구 경향성이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가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박윤희·박명호 2013). 본
연구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에 비해 지역구 의원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것으로 가정한
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의 비중이 높은 상임위원회에서 투표 교환을 통한 이익 추구 경향
이 더욱 강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설 2-1: 상임위원회의 지역구 소속 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강한 수요자로서 위원회의 정책 수요
를 지역구의 특성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Alder and Lapinski 1997; Sprague 2008; 손병권
1998).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손병권(1998)도 이익분배이론의 특성을
특정의원이 소속된 지역구에 할당된 연방교육 지원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
게 이익분배이론의 특성을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로 파악한다. 특별교부금 배분 과정에서
재선의 목적을 가진 의원들이 지역구에 할당되는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박윤희 2014). 그리고 이러한 개
인적 차원의 이익 추구 경향이 집합적 수준에서 위원회별 특별교부금 배분액의 차이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상임위원회별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의 총합을 구하고 이들 상임위원회별 특별교부금이 전체 특
별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2: 상임위원회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높을수록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2) 정보확산 이론의 가설
정보확산이론에 따르면 위원회는 개별이익의 요구자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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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생산의 대리인으로서 간주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
보를 습득하여 전체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급단위로 상정된다 (박윤희 2014). 따라
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법안 가결의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정도는 위원장의 전문성 정도와 위원회 의원들의 위
원회 재임기간 등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이현우 2009; 서현진·박경미 2009). 같은 논리로
상임위원회의 잦은 변경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박천오
1998; 이정호 2004) 따라서 정보확산이론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정도를
18대 국회 임기동안 전·후반기 동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상임위원들의 비율 정도로
파악하고 측정한다.
가설 3-1: 동일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비율이 높을수록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는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독점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경우에 위
원회의 전문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서현진·박경미(2009)의 연구에서도 의원
발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 발의당시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일치할 경우에 법
안의 가결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법안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 경우는 1로 그렇지 않고 다른 소속 위
원이 제출한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2: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출한 법안일수록 법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
을 것이다.

3) 정당이익론의 가설
미국의 위원회 제도가 배타적인 독점적 관할권과 선수(seniority)제도, 위원회 배치에 있
어 의원 개인의 전문역량 강조 등에 기반하고 있는데(Weingast and Marshall 1988) 반해,
한국의 위원회 제도는 공식적인 원내 교섭단체 제도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박윤
희·박명호 2013). 한국의 경우 13대 국회부터 상임합의제 모형에 따라 교섭단체의 의석비
율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얻지 못한 정당도 원내 의석
점유정도에 따라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문우진 2010).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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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에 있어 정당의 영향력을 분석한 전진영·박찬욱 연구(2012)에서도 여·야당의 법안
가결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당이익론에 근거하여 상
임위원회의 정당 특성 요인이 법안의 가결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집권 정당의 의석점유율이 법안 가결에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또한 상임위원장의 소속정당이 집권정당의 소속 정당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법안 가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1: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가설 4-2: 상임위원장의 소속정당이 집권 정당과 일치하는 경우에 법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3. 정책 특성 요인
정책유형론의 핵심 주장은 정책의 특성에 따라 정책과정에서의 주요 정치행위자와 정치
적 갈등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Lowi 1972; Wilson 1980). 국내 연구(전진영 2009; 서인석
외 2013)에서도 정책 특성에 따라 법률안 제정 과정의 특성이 다르고 입법시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의 특성에 따라 법률
안의 가결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 특성 기준 중에서 객관적 측정지표로 측정가능성이 용이한 정책의 특성의 한
측면으로서 법률안의 비용 수반 여부를 고려한다. 한정된 국가의 재원에서 정책적으로 아
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법률안은 통과가능성이 낮을 것
이다(박윤희·박명호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안이 비용추계서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와 예산수반 미첨부 사유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1로,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와 예산수반 미첨부 사유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용
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0으로 각각 측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5: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법률안의 가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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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17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
림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발의되어 처리된 1080개 법률안과 18대 국
회 동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되어 처리된 2331개 법률안이다.
보다 일반화된 논의를 위해서는 17대 국회, 18대 국회 혹은 17~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
체로 확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자료수집의 문제로 17~18대 4개 위원회로 한정하였다.2) 실
제 17대에는 5728건과 18대에는 1만1191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제출되어 법안 발의가 폭증
한 측면이 있다. 전체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자료수집의 한
계로 대표적인 4개 위원회로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들 4개 위원회는 위원회 이론의
특징(국방위와 외통위는 정보확산이론을 농림위와 복지위는 이익분배이론의 특징을 반
영하는 위원회로 볼 수 있음, 정당이익이론은 모든 위원회에 적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반
영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법률안의 가결 여부가 0 혹은 1로 측정되는 이항변
수로 측정되기 때문에 로짓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로짓분석 방법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
른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를 확률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Long 1997; 손병권
1998).

1. 기술 통계
<표 2>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 값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
수는 17~18대 주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여부이다. 제출된 법률안
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부결, 철회 등으로 귀결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을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1로, 그 외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 0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17대, 18대 의원발의 법률안의 원안·수정가결 평균은 0.12,
2) 이와 같이 18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모집단에서 4개 상임위원회를 표본추출함에 있어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인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였다. 비확률표본 추출 방식
중 하나인 판단 표본추출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요소를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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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원발의 법안 기술 통계(17~18대 4개 상임위원회)
변수

표준편차

최소

최대

0.12

0.32

0

1

0.06

0.24

0

1

0.48

0.49

0

1

2,331

0.50

0.50

0

1

17대

1,080

1.32

0.67

1

5

18대

2,331

1.59

0.79

1

6

17대

1,080

19.81

20.31

1

172

18대

2,331

13.53

10.68

9

171

17대

1,080

0.412

0.49

0

1

18대

2,331

0.487

0.49

0

1

17대

1,080

73.87

14.39

55

96.1

18대

2,331

64.55

21.98

45.83

100

17대

1,080

6.26

2.45

3.85

10.27

18대

2,331

5.40

3.43

3.03

11.43

동일상임위배정비율

17대

1,080

56.70

10.12

26.9

68.4

정보

(%)

18대

2,331

57.73

4.54

41.37

61.11

확산

발의자 해당상임위

17대

1,080

0.51

0.50

0

1

소속여부

18대

2,331

0.50

0.50

0

1

17대

1,080

49.34

3.52

42.1

55.5

18대

2,331

58.02

2.84

52.63

61.54

17대

1,080

0.72

0.44

0

1

18대

2,331

0.15

0.35

0

1

정책의 특성

17대

1,080

0.69

0.45

0

1

(예산수반 여부)

18대

2,331

0.75

0.42

0

1

종속
변수

원안·수정가결
의원 여당

개인적
요인

의원 선수
공동발의자 수
우수입법의원여부

이익
분배

정당
이익

지역구의원비율(%)
특별교부금비율(%)

여당의원비율(%)
위원장 여당여부

구분

관측수

17대

1,080

18대

2,331

17대

1,080

18대

평균

0.06으로 가결율이 각각 12%, 6%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의원발의된 법안 발의자의 소속 정당 변수의 평균값은 17대 0.48, 18
대 0.50으로 17대가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
표발의한 의원 선수(seniority)의 평균값은 17대 1.32, 18대 1.59로 17대 선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17대 초선의원의 비율이 62.5%로 높은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공동 발의자
변수의 평균은 17대 19.81명, 18대 13.53명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의한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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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입법활동 선정 여부 변수의 평균은 17대 0.41, 18대 0.48로 18대 국회에서 우수입법의
원에 의한 발의된 법률안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요인 중에서 상임위원회 지역구의원 비율은 17대 73.8%, 18대 64.5%인 것으로
특별교부금비율은 17대 6.26%, 18대 5.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동일 상임위원회 배정비
율은 17대 56.7%, 18대 57.7%인 것으로 발의자 해당상임위 소속여부 값도 17대 0.51 18대
0.50으로 두 변수 모두 17~18대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임위원회 여
당 소속 의원비율은 17대 49.3%, 18대 58.0%인 것으로 위원장의 여당여부는 17대 0.72, 18
대 0.15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2. 법률안 가결 영향 요인 분석 결과
<표 3>에서는 17대 의원발의 법률안을 분석한 모형 1, 18대 의원발의 법률안을 분석
한 모형 2, 17~18대 의원발의 법률안을 모두 고려한 모형 3의 분석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
다. 우선, 각각 모형의 Pseudo R2 값은 모형 1에서 0.0645, 모형 2에서 0.1615, 모형 3에서
0.126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같이 모형
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짓(logit) 분석에서 회귀계수는 독
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오즈비(log-odds)의 변화로 효과의 방향성은 보여준다(Long
1997). 회귀계수 값이 정(+)이면 해당 독립변수가 법률안 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18대 의원발의 법률안을 분석한 모형 2에서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발의자 여당 변
수, 공동발의자 변수, 우수입법의원 변수, 이익분배 요인으로서 특별교부금 배분비율변수,
정보확산 요인으로서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변수, 정당이익요인으로서 위원장 소속정
당 여당변수들이 법률안 가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7대 의원발의 법률안을 분석한 모형 1에서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의자 여당 변수,
공동발의자 변수, 정보확산 요인으로서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변수만이 법률안 가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정책 특성 요
인으로서 법률안의 예산 수반 여부 변수는 법률안 가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
으며, 시간 통제변수로서 국회 4년 임기 중 첫 해 년도 변수의 경우는 18대 국회에서만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8대 의원발의 법률안을 모두 분석한 모형 3에서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의자 여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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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7~18대 상임위 법률안 가결 영향요인 로짓 분석
독립 변수
회귀계수
(P-value)
발의자 여당
의원선수
개인
요인 공동발의자
의원 수
우수입법
의원 여부
지역구의원
이익 비율
분배
요인 교부금
배분비율
동일상임위
정보 배정비율
확산
요인 발의자상임위
소속여부

모형 1
(17대)

모형 2
(18대)

모형 3
(17~18대)

표준
오차

회귀계수
(P-value)

표준
오차

회귀계수
(P-value)

표준
오차

0.689***
(0.001)

0.201

0.384**
(0.039)

0.186

0.541***
(0.000)

0.135

0.200
(0.193)

0.154

0.004
(0.965)

0.114

0.084
(0.343)

0.089

0.007**
(0.083)

0.004

0.019***
(0.001)

0.005

0.011***
(0.001)

0.003

0.098
(0.630)

0.201

0.462**
(0.021)

0.200

0.192
(0.159)

0.136

0.011
(0.875)

0.075

-0.023
(0.571)

0.041

-0.003
(0.898)

0.025

0.055
(0.942)

0.759

0.415*
(0.096)

0.249

0.275**
(0.087)

0.161

0.035
(0.497)

0.052

0.057
(0.260)

0.051

0.021
(0.294)

0.020

0.719***
(0.001)

0.207

1.279***
(0.000)

0.214

0.955***
(0.000)

0.143

여당의원
정당 비율
이익
요인 위원장정당
여당일치

0.013
(0.848)

0.069

-0.008
(0.860)

0.050

-0.012
(0.481)

0.018

0.169
(0.926)

1.832

2.116***
(0.003)

0.714

1.097***
(0.000)

0.229

정책 특성 요인
(예산수반 여부)

0.156
(0.480)

0.221

-0.238
(0.227)

0.197

-0.050
(0.732)

0.146

1차년도 가변수

0.565
(0.274)

0.517

0.644*
(0.079)

0.366

0.452
(0.041)

0.221

상수

-7.659
(0.204)

6.031

-8.507
(0.129)

5.599

-6.284***
(0.017)

2.640

관측 수
LR chi2
Pseudo R2

1,080
chi2(14)=51.70
0.0645

*p<0.1, **p<0.05, ***p<0.01

2,331
chi2(14)=184.05
0.1615

3,411
chi2(14)=248.71
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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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동발의자 변수, 이익분배요인으로서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정보확산 요인으로서 발
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변수, 정당이익요인으로서 위원장정당 여당 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1과 모형 2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해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가설 1-1에서는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인 경우에 법률안 가결 가능성이 더
욱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의원발의된 법률안이 여
당 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경우에 법률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런 결과는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의 집권여당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으로 각각 다름에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정당의 이념과 상관없이 집
권여당에 속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의 기술통계에서 17대와 18대 의원 여당 변수의 평균값은 각각 0.48과 0.5로서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법안의 수가 유사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결과는 17대 국회
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서현진·박경미 2009).
둘째, 가설 1-2에서는 의원발의한 의원들의 선수(seniority)가 높을수록 법률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선수(seniority)가 가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서현진·박경미 2009, 107). 이러한 결과는 선수(seniority)가 법안 가결에 중요하게 작용
하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 국회의 입안과정에서 의원의 재선·다선 경력과 법률안 가결 간
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미국의 경우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
발의와 관련된 전문성이 축적되고 지역구가 안정되어 법안발의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
자할 수 있는 입법환경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법안발의가 많아지고 이것이 높은 가결로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다선의원들의 법안발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법안 가결에도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원
의 재선에 있어 의정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셋째, 가설 1-3에서는 공동발의 의원수가 많을수록 법률안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공통적으로 공동발의자 수 변수가 법률안 가결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문우진 2010).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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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연서할수록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발의의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법안에 대한 인지도와
정당성의 확보가 용이한 측면과 의원 상호간의 공동발의를 교환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
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가설 1-4에서는 우수입법의원 변수가 법률안 가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
고 있다. 분석 결과, 모형 2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수입법 의원제도가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점을 감안해볼 때, 제도 도입 초기에
우수입법 의원 선정 여부와 법률안 가결간의 상관성이 낮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의제설정자로서의 국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원내 정당의 정책활동이 강조되는
흐름에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재
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들에게 우수입법의원 선정을 위한 의정활동이 보다 강조될 것이
다. 더불어 입법 전문성이 높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신뢰가 높아 법안 가결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인이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
설 2-1, 가설 2-2에서 이익분배이론에 따른 위원회 특성요인(상임위원회 지역구의원비율
변수와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변수)이 법률안 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
다. 분석 결과, 지역구의원비율 변수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
고 있는 반면, 특별교부금 배분비율변수는 모형 2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모
형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역구의원비율 변
수의 경우에는 법안내용과 지역구 이해관계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7~18대 국회에 해당하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교
부금의 자원배분 정치의 성향에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 해당하는 17대 국회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 해당하는 18대 국회에서 특별교부금 총
액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배분의 정치적 성
향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상반된 결과를 도
출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별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 변수의
경우에는 17~18대 상임위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3)
3) <표 4>은 17~18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별 제도 특성 요인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4개 위원회
의 제도적 특성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이들 변
수들의 변이(variation)가 크지 않은 데서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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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설 3-1, 가설 3-2에서 정보확산 요인(동일상임위 배정비율,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여부)이 법안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후
자의 변수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 전반기와 후반기에 동일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상
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법안 가결과는 긍
정적인 상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닌 소관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인식되어 가결
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러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
다. 한국 국회 현실에서 전반기·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의원의 전문성보다는 의원선
수나 정당 지도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위원회 이
론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법안 가결 여부에 상
임위원회의 전문성 정도가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한 정보확산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익 가설에 따른 가설 4-1, 가설 4-2에서는 상임위원회 여당소속 의원비율과
상임위원장의 소속정당의 여당 일치 여부가 법안 가결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하였는데, 후자의 경우에만 모형 2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 이론을 적용하여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을 분석한 전진영·박찬욱
화된 논의를 위해서는 17대 국회 전체 상임위 혹은 18대 국회 전체 상임위로 확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표 4> 상임위별 위원회 제도 특성 현황
17대
구분

18대

지역구
비율

교부금
비율

여당
비율

위원장
정당

지역구
비율

교부금
비율

여당
비율

위원장
여당

국방위

전
후

66.6
66.6

4.8
3.9

55.5
50.0

열
열

66.6
70.5

4.7
3.9

61.1
52.9

한
한

외통위

전
후

84.6
96.1

4.5
6.4

50.0
46.1

열
열

75.8
88.4

5.6
5.4

58.6
61.5

한
한

농식위

전
후

90.9
94.7

9.8
10.2

45.4
47.3

한
한

100
100

11.4
11.4

52.6
55.5

민
민

보복위

전
후

70.0
55.0

5.6
3.8

50.0
55.0

열
열

50.0
52.1

3.0
3.3

58.3
60.8

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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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012)에서도 다수당의 입법권력이 법안 가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모형 2의 경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내의 여당의원의 구성 비율 변
수보다는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임위
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단순한 여당의원 비율보다는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 간사제
도 등의 요인이 보다 중요한 정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필요가 있다. 실제 상
임위원회 운영의 경우에 교섭단체(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를 통해 법안 상정과 심의
일정 등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원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여
전히 정당의 당파적 이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3. 독립변수별 법률안 가결 확률 예측
여기서는 상임위원회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가결 확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기로
한다. 로짓(logit)모형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Exp(β)값을 활
용해야 한다. 모형 1과 모형 2를 중심으로 다른 독립변수들은 모두 평균값(mean)에 고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려되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법안 가결 확률의 변화 크기를 추정
함으로써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발의자 여당 변수, 공동발의자 변수의 변화에 따른 법률안 가
결 확률을 비교해 본다. 발의자 여당 변수의 경우에, 모형 1에서 의원발의된 법률안이 여
당 의원에 발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률안 가결 확률이 7.65%에서 14.17%
로 6.47%p 증가하여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모형 2에서
는 같은 조건에서 법률안 가결 확률이 3.02%에서 4.38%로 1.3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공동발의자 변수의 경우에 모형 1에서는 평균에서 +1SD(표준편차) 증가할 때
10.37%에서 11.95%로 증가하고, 모형 2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3.65%에서 4.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률안 가결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사함을 추정할 수 있다.4)
제도적 요인으로서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여부에 따라(0→1) 법률안 가결 확률이 모
형 1에서는 7.42%에서 14.1%로 6.5%p 증가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모형
4)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의원법률안의 가결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모
형 간의 절대적인 가결 확률을 비교하기 보다는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가결 확률의 차
이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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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법률안 가결 확률 예측
법률안 가결 확률(%)

독립변수 변화
발의자 여당

공동발의자 수

우수입법의원 선정 여부

특별교부금 비율(%)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여부
위원장 여당 여부

모형 1(17대)

모형 2(18대)

0

7.65

3.02

1

14.17

4.38

평균

10.37

3.65

1SD

11.95

4.46

2SD

13.73

5.45

3SD

15.74

6.65

0

9.00

2.93

1

10.92

4.58

평균

10.33

3.65

1SD

11.69

13.59

2SD

13.13

39.53

0

7.42

1.94

1

14.13

6.63

0

9.28

2.68

1

10.81

18.60

* 나머지 독립변수는 평균값에 고정됨.

2에서는 1.94%에서 6.63%로 4.69%p 증가하여 약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모형 2에서 특별교부금 비율 변수가 평균(3.65%)에서 +1SD 증가할 때 13.59% 증가하
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 확률이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원장 여당 여부 변수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정당이 여당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5배 이상 가결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의원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여전히 정당의 당파적 이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확률로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표 5>의 확률 추정을 통해 개인적 요인보다 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법률
안 가결 확률의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형 2에서 특
별교부금 비율,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여부, 위원장 여당 소속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법
률안 가결 확률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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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제설정 역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해
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된 의원발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9786
건(2014년 6월 10일 기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의원발의 법안의 대폭적인 증가와는 달리
이들 법안의 가결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법안
의 가결율도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심도 깊
은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7~18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처
리된 의원발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법안의 가결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위원회 이론에 근거한 위원회의 제도적 특성 요인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
다.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개인적 요인, 위원회의 제도적 특성, 정책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배정과 활동을 설정하는 위원회 이론을 위원회의
제도적 특성으로 상임위 법안 심의 과정과 연계시켜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17대와 18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의원의 여당 변수, 공동발의자 변수와 정보확산 요인으로서 발의자 상임
위 소속 여부 변수가 17대와 18대 4개 상임위원회 법률안에서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개인적 요인으로서 의원선수와 이익분배요인으로
서 지역구의원 비율 변수, 정보확산요인으로서 동일상임위 배정비율 변수, 정당이익요인
으로서 여당의원 비율 변수, 그리고 정책적 특성 요인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개인적 요인으로 우수입법 의원 변수, 이익분배요
인으로서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정당이익요인으로서 위원장 여당 변수는 18대 국회를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 수준의 법
률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이론에 근거한 위원회의 제도적 특성 요인이 중요한 영향 변수
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률안 가결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확률을 통해 추정한 결
과, 전반적으로 개인적 요인보다는 제도적 특성 요인이 법률안 가결 가능성에 보다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 이론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동기를 재선 추구, 평판 추구, 공공 정책 추
구 등으로 접근한 페노(Fenno 1973)의 논의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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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법률안 가결과 연계시켜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위원회 이론을 적용
함으로써 법률안 가결에 관한 논의를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 것
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입법 의
결과정에서 정당의 당파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지역구 이익 추구, 좋은 공공정
책 추구 등의 경향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보다 일반화된 논의로 확장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분석 대상의 확대가 요구된
다. 위원회 이론을 기초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
근은 17~18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혹은 그 이전 국회로 확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일관
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위원회 이론을 상임위원회의 제도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적용함
에 있어서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변수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논
의가 요구된다. 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의 특성을 법률안 가결 간의 연
계 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 심사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이론적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이론들을 어떤 대리 변수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후 많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반영한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수준의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영향 요인을 위원회 이론과 접목시키는 논의의 확장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가 이러한 이
론적 논의의 토대의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투고일 2014년 04월 30일
심사일 2014년 05월 09일
게재확정일 2014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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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ssage of the
Legislators’ Bills in the 17th-18th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 Focus on the Theory of Committee

Yun Hee Park | Dongguk University

Although an academic interest in the legislative activity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ed to increase, domestic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passage of
legislators’ bills remain insufﬁcient. In addition, the majority of precedent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legislators’ voting behavior at the standing committee or plenary session
or passage of bills at the plenary session. From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onsider
a variety of factors deciding passage of legislators’ bills a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variables of the ruling party and coproposer as individual factors, and variables of proposer’s belonging to the standing
committee as an information diffusion factor are estimat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bills consistently in 4 standing committees of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whereas legislators’ seniority as an individual factor and the rate of local constituency seat
as a factor of proﬁt distribution, the rate of assignment of same standing committee as an
information diffusion factor, the rate of members belonging to the ruling party as a partisan
theory and factors of political characters turned out to have no signiﬁcant effect.
Meanwhile, variable of member proposing excellent bills as an individual factor, the
rate of distribution of special grant as a distributive factor and variable of chairperson’
s belonging to the ruling party as a partisan theory turned out to be signiﬁcant only in the
analysis targeting 18th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factor of
institutional characters based on the theory of committee is acting as an important inﬂ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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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n the course of screening standing committee-leveled legislative bills.
As for the above, more generalization would be possible through an analysis extended
to overall standing committees of 17th-18th National Assembly. Notwithstanding the
above, this study had limits in overcoming difficulties in measuring variables suitable
for distinctive conditions of Korea. Therefore, efforts to raise validity in measurement of
variables is considered necessary.
Keywords: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bills, passing, standing committee, theory of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