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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 약약약

정책 중심의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결정과정으로
서의 의원 입법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의원입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
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제안되어 지는 것으로,국민의 의견이 그들의 대
표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이에 많은 법률안이 의원
을 통해 발의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 및 정책적 수요가 국회에 제안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의 다양성과 입법 활동의 전문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전문
성이 요구된다.하지만 국회의원의 어떠한 요인이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원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322명 중 임기 4년을 활동한 275명을 대상자로 하고,의원
입법 활동은 정량화된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를 사용하였다.국회의원 특
성은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야당,당선 횟수,
전국구/지역구,상임위원회 등 국회 업무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동일여부를 제외한 성별,연령,학력,
이전 직업,여/야당,당선횟수,전국구/지역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남성보다는 여성이,학력이 높을수록,언론인․의료계․기업인․학
계․법조인 출신일수록,초선의원일수록,전국구의원일수록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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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의 구분에 있어서는 법안 발의 건수는 유의하게 야당 의원이 높았지
만 가결 건수에 있어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법안 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
령,여/야당,당선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연령이 낮을수록,초선
일수록,야당의원이 여당의원에 비해 법안 발의 건수가 많았다.그리고 법안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법안 가결 건수가 낮
아지는 경향을,당선횟수가 높을수록 즉,초선에 비해 재선이상 의원의 법안
가결건수가 적었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령과 당선횟수가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는 것을 확인하였다.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모두 연령이 낮고 초선 의원일수
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야당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는 많이 하지만 법안
가결 건수에 있어서는 여당 국회의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요인을 규명한 분석은 향후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의원입법 활성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국회의원 입법활동,의원입법 결정요인,법안 발의,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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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의회의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입법기능(legislation),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기능(oversight),체제유지기능(regime-support),국민대표기능(representation)
으로 나눌 수 있다(Mezey,1979;박종흡,1998).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입법권을 지닌다.따라서 국회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
가기관 중 정부,사법부에 우선하여 가장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공공정책 결
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정책과 법률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일수록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정정길 등,
2005).
정책은 입법화 단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입법과
정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책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모든 국가권
력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만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중요성이 인정된다.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책의제설정,정책형성,정책집
행,정책평가의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의회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박찬욱,2002).
국민을 대표해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입법권을 부여받아 국
민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하지만 입법에 있어 국
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최정원,2001).과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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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시절부터 국회보다는 행정부 위주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유권자들이
입법보다는 지역구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특히 입법 활동은
다른 활동보다 가시적이지 않고 입법과정에 있어 다른 의원들과 혹은 지역구
민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의원들이 꺼려한 측면도 있다(Fiorina,1977).
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법안 발의가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
고 정책중심 국회로의 변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은 켜졌다(가상준,2006).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제16대 국회부터 가
시화되어 의원들의 법률 발의가 급속도록 많아져 전체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높아졌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높은 수정비율을 보이고
있다(임종훈,2002;정재황,2003).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 중 의원입법은 제14대 국회에서 321건(36%),제
15대 국회 1,144건(59%),제16대 국회 1,912건(76%),제17대 국회 6,387건(85%)
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국회사무처,2008).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입법을 통
한 정책의 수요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의원입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제안되어 지는
것으로 국민의 의견이 그들의 대표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
문이다(최정원,2001).이에 많은 법률안이 의원을 통해 발의된다는 것은 국민
들의 의견 및 정책적 수요가 국회에 제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가상준,
2006).
따라서 정책의 다양성과 입법 활동의 전문성에 대응해야하는 국회의원들에
게 개인의 전문성이 요구된다.입법의 주체가 되는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의회의 역할과 역량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안의 양
적,질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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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국회의원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Hall,1987;Kingdon,1981;Fiorina,1974;Ferejohnand
Fiorina,1975;Mayhew,1974;Fenno,1973).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지,또 무엇이 이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상임위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야
당,의정경험,연령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손병권,1998).이성로(2001)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야 구별,당선횟
수로 보았다.장진혁(2004)은 국회의원 의제설정활동 결정요인으로 당선횟수,
지역주의의 영향력,이념변수,세대 변수,선거 경쟁도 변수를 들고 있다.국내
의 국회의원의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원입법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제17대 국회(2004년 5월 30
일부터 2008년 5월 29일)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요인을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
당/야당 소속,당선횟수,전국구/지역구,소속 상임위원회와 같은 국회 업무 특
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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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중요
성을문헌조사를 통해정리하고,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을
구명하고 입법 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이렇게 입법 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여 입법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한 국가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제시할수있으며중요한과정이될것이다.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제17대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국회업무특성을 분석한다.
둘째,제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의 분포를 분석한다.
셋째,제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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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가가가...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개개개념념념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때,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고 추상
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하고,국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법
률의 형식으로 발하는 모든 지식,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
고 한다.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행정이 입법의 전제조건인 법을 국가목적 내지
사회정의를 달성․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라 한다
면,입법이란 각각의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법의 영역에 집어넣어 그것을 법적
으로 실현하는 작업이며 여러 목적의 규범화라는 가치관계적 작업 내지 기준
정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법제연구원,1991).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안 제출 주체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한정하고 있으
나 국회법 제51조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
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제출의 주체를 위원회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법의 규정을 헌법상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려면,의원입법은 국회
의원 개인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와 위원회에 의해 법률안이 제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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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법제사법위원회,2008).
따라서 법안 발의 주체를 기준으로 의원입법을 정의하면 의원입법은 ‘정부제
출 법률안’의 상대개념으로 파악하여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발의
한 법률안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국회운영위원회,2007).
즉,좁은 의미로 의원입법을 말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만
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고,넓은 의미로 의원입법을 본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발
의한 법률안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까지도 의원입법의 범주에 포
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위원회’는 주로 상임위원회를 말하지만,특별위원회도 권한이 부여되
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 직접 기초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법률안들을 폐기하고
대안을 작성한 다음 의결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의미로써의 의원입법 즉,국회의원에 의해 직
접 발의되어진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보고 연구한다.

나나나...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절절절차차차및및및기기기능능능

일반적으로 입법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첫 단계는 이슈가 제기되는 과정
이다.다음은 제기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후 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이
다.다음 단계는 설정된 의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이 검토되는 모
색․확정 단계이다.마지막 단계는 모색․확정된 대안이 문자화되어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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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형태로 확정되는 과정이다.마지막 단계가 국회의 핵심적 기능인 입법
과정이다.
이와 같은 입법과정은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입안에서 국회의 의결에 이르기
까지의 일련의 행동과정으로 파악한다.즉,일정한 입법정책적 목표 아래 법률
안이 입안되어 의회에 제출되고,의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국가원수의 서명과 공포에 의하여 하나의 법률로 효력
이 발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파악한다(김승환,1987;임종훈 외,2000).
입법과정은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정책으로 논의․결정된 것을 문자를 통하
여 법규정이라는 형식으로 문서화되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는바,민의수렴 기
능,갈등해결과 통합기능,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기능
을 하고 있다(국회법제실,2008).

① 민의수렴기능 :입법은 일부 국민들로부터의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나 국민 다수 간에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대형사고 등 우연한 계기에 의하여 새로운 입법의 추진이나 기존 입법의 개정
을 요구하게 되며,이러한 입법에 대한 요구가 국회의원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입법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② 갈등해결과 통합 기능 :국민들로부터 입법수요가 제기된 다음 이러한 내
용이 입법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다루어질 경우 그 내용이 국민 누구에게
나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바로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
지 않을 것이다.많은 경우 입법안의 내용은 국민들 중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
변하는 것이거나 국민 다수의 의사에는 반하는 것일 수도 있고,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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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법의견이 다른 국민들로부터 제기될 수도 있다.따라
서 입법과정에서는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다양한 입법의견을 어떻게 조정
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입법을 산출
해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입법의견들을 효
과적으로 조정․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입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상호간의 타협과 설득이 필요하다.

③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입법과정은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조정․
조화하여 국민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이나,다른 한
편으로 입법과정은 정치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입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
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 상호간,또는 여․야당 간에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함으로써 향후 권력획득과정에서 자신들에게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④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기능 :국회의 정책결정은 입법으로 귀결된다는 점
에서 입법과정은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즉,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최종 정책결정기관은 의회라고 할 수 있고,따라서 국가의 중
요한 정책은 대체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 형태로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그러나 모든 정책이 법이 아닌 것처럼 모든 법이 정책은 아니므로 정책
과 법률을 엄밀히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정책과
법률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 입법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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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하나의 법률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입안,입안된 법률안의 심의․의결,법률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
공포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명의로 한다.
정부는 법률안 제출에 관하여 정부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법제처에
서 이를 주관하고 있다(국회법 제5조의3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장).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국회법」제79조에 의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히 예산 또
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2...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으으으로로로서서서 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가가가...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의의의개개개념념념

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
용이한 일은 아니다.KennethE.Boulding(1958)은 ‘특정목적을 지닌 활동을 지
배하는 제원리’라고 정의하고 있고,YehezkelDror(1968)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유훈(1986)은 ‘각종 정치
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목표’라고 하였다.정정길
(2005)은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당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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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간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결정이란 ‘민주성․형평성․효율성․합법성 등의 원리에 따라 이른바 공
익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
부 및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심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안해
균,2001).
정책결정과정은 정책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
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지만 대체로 문제의식의 유발로부터 정책의
형성․채택․집행 그리고 평가를 거쳐 정책의 종결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남수,1999).정책결정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정
치체제 또는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이 정책과정과 그 산
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
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
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정정길,2005).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이론으로 Lasswell(1975)은 정책결정과정의 단계를 정보
의 수집 및 전파(Intelligence),조직구성원의 지지획득(Promotion),대안강구
(Prescription),수정보완(Invocation),정책집행(Application),집행완료(Termination),
평가(Appraisal)의 7단계로 구분하였다.
Dror(1968)는 정책결정단계를 정책의 궁극적 가치설정단계(Meta Policy
MakingStage),정책결정단계(PolicyMakingStage),정책효과분석단계(PostPolicy
Making Stage)그리고 효과와 가치를 가치설정단계에 연결시키는 환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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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Stage)로 나누고 있다.
Jones(1984)는 정책과정을 체계관계와 관련하여 문제의 정립,정책형성,정책
정당화,정책집행,정책평가 및 정책종결의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기
능을 설명하였다.
Anderson(1979)은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정단계(Problem Formation),정책대안
작성단계(Formulation), 정책대안의 채택단계(Adoption), 정책의 집행단계
(Implementation),정책의 평가단계(Evaluation)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으로 정책의제설정단계,정책대
안형성단계,정책결정단계,정책집행단계 및 정책평가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은 연속적인 정책과정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모든 국가
정책은 반드시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만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입법
과정은 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나나...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의의의중중중요요요성성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정치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능,입법기능,행정부 감독기능,갈등해결기능,사회
통합기능을 수행한다(윤영오,1996).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입법권을 가짐으로써 입법
기능 역할을 한다.따라서 국회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정부,
사법부에 우선하여 가장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공공정책 결정자로서의 지위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정책과 법률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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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정정길 등,2005).
정책은 입법화 단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입법과
정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책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모든 국가권
력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만이 정당성을 확보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의 중요성이 인정된다(최문희,2004).
의회가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대의회민주주의의 기
본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 정책결정자로서 의회의 합법성은 대표성에 근
거한다고 하겠다(VoglerandWalman,1985).
통상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책이
입법상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여기서 입법상의 조치가 반드시 법률의 제
정이나 개정․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중
요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책을
뒷받침하게 되고,또한 기존정책의 골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는 마찬가
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하여 실현하게 된다(임종훈,2000).따라
서 법률안의 입안은 중요한 정책을 수립․변경하면서 그 정책이 법률의 제
정․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이란 현실적인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위 있는 기관의 실제적이
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다.따라서 정책형성이란 정책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한다.현실적으로
정책의 형성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분야,예컨대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루
어지며,그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주미의 필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이처럼 정책형성을 과정으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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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의 산출물이 바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의 제․개정의 결과물 또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정순임,2004).
국가의 중요정책은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법권이 곧
정책형성․결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법률안의 입안주체가 된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를 통한 정책의제설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최근에 국회가 입법심의과정에서 수정가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보다 적극
적인 역할을 도모하면서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의회 입법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발의 입법의 강화가 필수적이
다.왜냐하면 정부제출 법안은 정부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인
반면,의원발의 입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
가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정부제출 안은 실제로 법안의 발안이 정부고위
층이나 여당의 정책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법안이 제출
되기 전에 이미 관계 부처의 조정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이 조율
된다.이 과정에서 여당은 행정부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실제로 여당의 정책기구,대통령 비서실 등의 정치적 판단이 존중된다(김
교만,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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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제제제111777대대대 국국국회회회 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 현현현황황황 분분분석석석

그동안 국회의 입법과정을 정부가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며,역대 국회의 법
률안 제출건과 가결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지나
면서 최근에 의원입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입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5대,제16대,제17대 국회에 들어서 의원발의 법안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정부법안을 상회하고 있으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법안에 대한 수정이 높아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2008).
의원입법은 제헌국회 이루 꾸준히 증가하여 제헌국회 89건(38%),제2대 국회
182건(46%),제3대 국회 169건(41%),제4대 국회 120건(37%),제5대 국회 137건
(46%),제6대 국회 416건(63%),제7회 국회 244건(46%),제8대 국회 43건(31%),
제9대 국회 154건(24%),제10대 국회 5건(4%),제11대 국회 202건(41%)으로 정
부입법이 압도적으로 많다가,제12대 국회 211건(56%),제13대 국회 570건
(61%),제14대 국회 321건(36%),제15대 국회 1,144건(59%),제16대 국회 1,912
건(76%),17대 국회 6,387건(85%)으로 의원발의 입법건수가 정부제출 입법건수
보다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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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역대 국회 정부제출,의원발의 법안현황(제헌~17대)

자료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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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역대 국회 정부제출,의원발의 법안현황(제헌~17대)

국 회
제 출 건 수

계 정부제출 의원발의
(의원입법+위원회 제출법안)

발의건수 비율(%) 발의건수 비율(%)
제헌 (1948-1950) 234 145 62 89 38
2대 (1950-1954) 398 216 54 182 46
3대 (1954-1958) 410 241 59 169 41
4대 (1958-1960) 322 202 63 120 37
5대 (1960-1961) 296 159 54 137 46
6대 (1963-1967) 658 242 37 416 63
7대 (1967-1971) 535 291 54 244 46
8대 (1971-1972) 138 95 69 43 31
9대 (1973-1979) 633 479 76 154 24
10대 (1979-1980) 129 124 96 5 4
11대 (1981-1985) 489 287 59 202 41
12대 (1985-1988) 379 168 44 211 56
13대 (1988-1992) 938 368 39 570 61
14대 (1992-1996) 902 581 64 321 36
15대 (1996-2000) 1,951 807 41 1,144 59
16대 (2000-2004) 2,507 595 24 1,912 76
17대 (2004-2008) 7,489 1,102 15 6,387 85

계 18,408 6,102 31 12,30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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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제17대 국회 입법활동을 분석해보면 제출된 법률안 총 7,489건 중 의
원발의 법률안이 6,387건으로 전체의 85%로 이는 제헌국회 이래의 평균치인
69% 보다도 크게 증가하였다.또한 정부제출 법률안은 제16대 국회의 경우보
다 1.9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의원발의 법률안은 3.3배나 증가하였으며,의
원발의 법률안이 실제 가결 건수도 1,350건에 달함으로써 의원입법이 본격적으
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급격하게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원인을 조명해 보면,정권의 민주화에
따른 의회기능의 회복과 이에 부응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인식변화,
국회내의 각종 입법지원 제도의 발전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그 외
에 각종 시민단체 및 주요언론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
기 시작하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 실적을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포
함시켰던 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제정 법률안이
694건,전부개정법률안이 117건으로 제16대 국회의 316건,44건에 비해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증가 추세는 의원들의 정책
입안능력이 향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법제사법위원회,2008).
제안된 법률안을 제정․개정․폐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의원법안의 경우
제정 10.9%,개정 87.7%,폐지 1.4%이고,정부법안의 경우 제정 14.2%,개정
84.4%,폐지 9.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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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국회 제출 법률안 유형별 현황

구분
의원발의 건수 정부제출 건수

제정 개정 폐지 제정 개정 폐지전부 일부 전부 일부
16대 316 44 1,547 5 86 34 470 5
17대 694

(10.9%)
117 5,485 91

(1.4%)
157
(14.2%)

125 805 15
(9.0%)(87.7%) (84.4%)

자료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2008

이처럼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서 정부의 비중보다도 의원입법의 비중이 높아
지고 있는 이유는,시대 및 사회의 변화기에 있어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서 그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국회 법제실,2004).이처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제정
법안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보다도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 이
유로 설명할 수 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8).
첫째,국회의원은 항상 선거를 의식해야 하므로 국민인 선거민의 요구에 민
감할 수밖에 없다.둘째,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관료조직보다는 정
치인이 더 과감할 수 있다.셋째,법률 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창
조적 파괴를 동반하게 되는데,이런 일은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
고,정치권에 맡기는 것이 편리하다.
의원입법이 증대한 또 다른 이유로는 의원들 스스로 과거 행정부 주도의 입
법과정에 대해 국회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적 관심을 입법적 성과를 통하여 실현한다는 의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을 제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특히 민주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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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이후 사회적 다원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현안들의 등장,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다원화와 이슈의 다양성과 연관된 각종 이익집단의 분출은 의원들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의원의 입법 활동을 더 한층 자극하고 있
다.
국회에서 가결된 전체 법률안 건수 중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
중을 살펴보면,제15대 국회는 41%,제16대 국회는 54%인데 비해 제17대 국회
는 71%에 달한다.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을 보면,제15대 국회는 40%,제16
대 국회는 27%,제17대 국회는 21%로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것은 의
정활동 실적에 치중하여 건수 위주의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양적으로만 증가
되었을 뿐 내용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와 비판을 낳기도 하였다.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특성상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면서도 사실상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
음으로 인해 지역 및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법률 또한 다수 제출하기 때
문에 정부부처 합의를 거친 정부안에 비해 가결률이 낮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8).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16대 국회
동일 기간에 미국 의회의 가결률은 3% 미만임을 고려할 때 가결률이 저조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3>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 비중

구분 15대 16대 17대
의원안(%) 461(41.16) 514(54.39) 1,350(70.59)
정부안(%) 659(58.84) 431(45.61) 563(29.41)

자료: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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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원발의 법률안 가결률

구분
제안 가결 의원안

가결률(%)
정부안
가결률(%)의원 정부 의원 정부

15대 1,144 807 461 659 40.30 81.66
16대 1,912 595 514 431 26.88 72.44
17대 6,387 1,102 1,350 563 21.15 51.09

자료: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2008

<표 5>역대 국회 정부제출,의원발의 법안 가결현황(제헌~17대)

자료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2008

국 회

제 출 건 수
총계 정부제출 의원발의

제출 가결 가결
비율 제출 가결 가결

비율 제출 가결 가결
비율

제헌 (1948-1950) 234 149 64 145 106 73 89 43 48
2대 (1950-1954) 398 214 54 216 137 63 182 77 42
3대 (1954-1958) 410 157 38 241 85 35 169 72 43
4대 (1958-1960) 322 75 23 202 44 22 120 31 26
5대 (1960-1961) 296 70 24 159 40 25 137 30 22
6대 (1963-1967) 658 332 50 242 154 64 416 178 43
7대 (1967-1971) 535 357 67 291 234 80 244 123 50
8대 (1971-1972) 138 39 28 95 33 35 43 6 14
9대 (1973-1979) 633 544 86 479 460 96 154 84 55
10대 (1979-1980) 129 100 78 124 97 78 5 3 60
11대 (1981-1985) 489 340 70 287 257 90 202 83 41
12대 (1985-1988) 379 222 59 168 156 93 211 66 31
13대 (1988-1992) 938 482 52 368 321 87 570 171 30
14대 (1992-1996) 902 656 73 581 537 92 321 119 37
15대 (1996-2000) 1,951 1,120 57 807 659 82 1,144 461 40
16대 (2000-2004) 2,507 948 38 595 431 72 1,912 517 27
17대 (2004-2008) 7,489 1,915 26 1,102 563 51 6,387 1,352 21

계 18,408 7,720 42 6,102 4,314 71 12,306 3,4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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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역대 국회 정부제출,의원발의 법안 가결현황(제헌~17대)

제17대 국회 위원회별 의원 발의법안 제출 현황을 보면,행정자치위원회에
908건(14.2%)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위원회 793건(12.4%),건설교통위원회 658건
(10.3%),보건복지위원회 594건(9.3%),법제사법위원회 517건(8.1%),환경노동위
원회 404건(6.3%)순이다.그리고 모든 위원회에서 정부법안에 비하여 의원입
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제17대 국회 위원회별 법안 현황

위원회
의원발의 법안건수 정부제출 법안건수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국회운영위원회 258 4.0 10 1.0 268
법제사법위원회 517 8.1 106 9.6 623
정무위원회 236 3.7 58 5.3 294
국방위원회 174 2.7 31 2.8 205

환경노동위원회 404 6.3 107 9.7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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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2008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275명1)이 발의한 법안
5,258건의 의원별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의원1인당 평균 19.1건의 법안을 발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제15대 국회 3.8건,제16대 국회의 6.4건에 비교
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로써 제17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괄목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의건수 구간별로 살펴보면,11~15건 발의한 의원이 56명(20.4%)으로 가장
많았고 16~20건 47명(17.1%),6~10건 43명(15.6%),5건 이하 42명(15.3%),21~25
건 29명(10.5%)순이고,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5명2),51건 이상을 발의한

1) 제17대 국회의원 총 322명 중 사직, 실형선고, 사망 및 보궐선거 등으로 의원임기 4년을 못채운 

국회의원 47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지역구243명, 비례대표 56명)

임. 

정보위원회 17 0.3 2 0.2 19
재정경제위원회 793 12.4 99 9.0 89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98 1.5 15 1.4 113
행정자치위원회 908 14.2 114 10.3 1,022
교육위원회 346 5.4 56 5.1 40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76 2.8 59 5.3 235
문화관광위원회 373 5.8 44 4.0 41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62 5.7 117 10.5 479
산업자원위원회 364 5.7 100 9.1 464
보건복지위원회 594 9.3 81 7.4 675
건설교통위원회 658 10.3 92 8.3 750
여성가족위원회 72 1.1 7 0.6 79
여성위원회 3 0.1 2 0.2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 0.1 0 0 4
방송통신특별위원회 10 0.1 2 0.2 12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7 0.1 0 0 7
국회개혁특별위원회 3 0.1 0 0 3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3 0.1 0 0 3

미확정 7 0.1 0 0 7
계 6,387 100 1,102 100 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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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11명(가장 많이 발의한 횟수는 143건3))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제17대 국회의원(임기 4년 활동한 275명)발의 법안 현황

법안 발의건수 의원수 법안 발의건수 의원수
5건 이하 42 56-60회 1
6-10건 43 61-65건 1
11-15건 56 66-70건 0
16-20건 47 71-75건 3
21-25건 29 76-80건 1
26-30건 11 81-85건 1
31-35건 12 86-90건 0
36-40건 11 91-95건 1
41-45건 6 96-100건 0
46-50건 7 100건 이상 1
51-55건 2 합계 275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2008

<표 8>제17대 국회의원(임기 4년 활동한 275명)발의 법안 가결 현황

법안 가결 건수 의원수
5건 이하 120
6-10건 84
11-15건 46
16-20건 14
21-25건 5
26-30건 2
31-35건 3
36-40건 0
41-45건 0
46-50건 1
합계 275

2) 김근태, 김종인, 이인제, 이정일, 이해찬

3) 안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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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국국국회회회의의의원원원 입입입법법법 활활활동동동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전문성이란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가지 부문에 관하여 마음과 힘을 오
로지하여 연구하거나 전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신기철 외,1983).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현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
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적 수요
를 입법으로 충족하는 숙련도의 개념이다.그러나 국회는 국민 각계각층을 대
표하는 대표성과 정기적 선거를 통해 교체되는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구
조적으로 전문성 확보와 축적에 취약한 구조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특히 오랜 실무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구비한 행정관료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 국회의원에게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최경숙,2002).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인적 전문성과 업무상 전문성으로 구분된다.인적 전문
성은 개인의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갖게 되는 생각이나 판단기준인 준거 틀(frame
ofreference)이 의원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숙련도를 말한다(이은호 외,
1984).준거 틀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여 형성된다(김인,1984).개인적 전문성
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일반적인 학력,교육의 내용,사회적 경험이나 경력 등
을 열거할 수 있다.
업무상의 전문성은 조직적 현상으로서 의정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축적되는
전문지식의 정도를 말하며,의원의 재선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헌국회부터 제17대에 이르기까지,정치적 변동으로 인하여 제 임기를 채운
것은 여덟 번이다.국회가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국회가 정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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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안정적인 임기 보장으
로 인한 입법기능과 행정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재
선을 위한 정치환경에 전념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의원들은 짧은 임기에
다 잦은 정치활동 규제조치로 의정의 안정적,계속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
여 전문성은 그 만큼 약화 될 수밖에 없었다(김남수,1999).

<표 9>역대 국회의원의 임기

대별 선거일 의원
정수

임기
비고

개시 종료 기간

제헌 48.5.10 200 48.5.31 50.5.30 2년
(2)

○제헌헌법(48.7.17)에 의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제헌의원은 제102조에

의해 개회일로부터 2년임.

제2대 50.5.30 210 50.5.31 54.5.30 4년
(4)

○제1차개정헌법(52.7.7)에 의한
국회의원임기는 민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이나 부칙 4조에 의해
민의원은 현재임기의 잔기까지이며
참의원은 구성되지 아니함.

제3대 54.5.20 203 54.5.31 58.5.30 4년
(민4) ○참의원은 구성되지 아니함.

제4대 58.5.2 203 58.5.31 60.7.28 2년1월
28일(민4)

○참의원은 구성되지 아니함.
○제3차개정헌법(60.6.15)부칙
제4조에 의해 임기단축.

제5대
민의원
60.7.29 233 60.7.29 61.5.16 9월18일

(민4) ○군사혁명위원회포고령(61.5.16)
제4호(5.16혁명)에 의해 국회해산.참의원

60.7.29 58 60.7.29 61.5.16 9월18일
(참6)

제6대 63.11.26 175 63.12.17 67.6.30 3년6월14
일(4)

○제5차개정헌법(62.12.26)부칙
제2조에 의해 1967년 6월 30일에

임기종료.

제7대 67.6.8 175 67.7.1 71.6.30 4년
(4)

제8대 71.5.25 204 71.7.1 72.10.17 1년3월17
일(4)

○대통령특별선언(72.10.17:10월유신)에
의해 국회해산.

제9대
민선 73.2.27 146 73.3.12 79.3.11 6년(6) ○제7차개정헌법(72.12.17)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선출한 의원은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은

3년으로 임기가 다르게 됨.
통일
주체

前73
.3.12 73 73.3.12 76.3.11 3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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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은 법정임기임.
자료 :국회사무처 의사국,2008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치변혁기에는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새롭게 진출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헌국회부터 제17대까지 총 4,438명의 연인원 중
56.3%가 초선으로 이루어졌고 재선의원은 23%이고 3선 이상이 20.7%이다.

後76
.2.16 73 76.3.12 79.3.11 3년(3)

제10대
민선 78.1

2.12 142 79.3.12 80.10.27 1년7월16
일(3)

○제8차개정헌법(80.10.27)부칙
제5조제1항(10․26사태와 관련)에
의해 1980년10월27일 임기종료.

통일
주체

78.1
2.12 77 79.3.12 80.10.27 1년7월16

일(3)
○1980.10.27부터 1981.4.10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제8차개정헌법 부칙 제6조)

제11대 81.3.25 276 81.4.11 85.4.10 4년
(4)

제12대 85.2.12 276 85.4.11 88.5.29
3년1월
18일
(4)

○제9차헌법개정(88.2.25)부칙
제3조제2항에 의해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전일」(88.5.29)에

임기종료.

제13대 88.4.26 299 88.5.30 92.5.29 4년
(4)

제14대 92.3.24 299 92.5.30 96.5.29 4년
(4)

제15대 96.4.11 299 96.5.30 00.5.29 4년
(4)

제16대 00.4.13 273 00.5.30 04.5.29 4년
(4)

제17대 04.4.15 299 04.5.30 08.5.29 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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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국회의원 당선횟수 현황

자료 :국회사무처 의사국,2008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의원들이
교육수준이다.교육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는 볼 수 없고 전문성이 높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
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지식의 축적정도가 높아지며 동시에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당선횟수
대별/정원/연인원수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제헌 200 209 209
제2대 210 218 184 34
제3대 203 208 151 51 6
제4대 233 239 116 92 27 4
제5대
(민의원) 233 247 129 68 33 15 2
제5대
(참의원) 58 58 36 14 7 1
제6대 175 189 114 31 25 13 6
제7대 175 182 79 64 20 11 6 2
제8대 204 207 112 36 30 19 4 5 1
제9대 219 251 115 66 30 25 10 3 1 1
제10대 231 235 91 50 39 29 18 5 3
제11대 276 285 225 36 11 10 1 2
제12대 276 288 114 110 34 12 12 4 2
제13대 299 308 174 60 43 16 6 6 2 1
제14대 299 342 156 90 46 29 9 6 3 2 1
제15대 299 335 159 72 52 26 15 4 5 1 1
제16대 273 313 139 89 35 26 15 7 1 1
제17대 299 324 206 57 43 9 7 2
총계
(%) 4,162 4,438

(100)
2,509
(56.3)

1,020
(23)

481
(10.8)

245
(5.5)

111
(2.5)

46
(1.0)

17
(0.4)

6
(0.1)

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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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교육수준은 국민의 교육열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높은
수준이다.고졸이하가 전체의원의 13.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문대학교 이상
의 학력으로 석사학위를 가진 의원이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대학원이
상의 학력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제5대 국회에 3명에 불과하던 것이 제17
대 국회에는 전체의원의 49.2%가 대학원졸업이상 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같이 높은 학력수준을 볼 때 국회의원이 일반적으로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표 11>국회의원의 학력

자료 :국회사무처 의사국,2008

대별 대학원 대졸 대퇴 전문대졸 고졸 고퇴 중졸 중퇴 국졸 무학 기타 계
제헌 74 4 34 4 44 3 25 12 200
제2대 93 8 35 7 50 3 10 4 210
제3대 83 8 21 1 59 6 22 3 203
제4대 92 21 34 8 50 12 12 4 233
제5대 3 95 24 34 29 14 10 17 7 233
제6대 15 102 9 17 21 3 1 3 4 175
제7대 26 102 8 17 15 2 2 1 2 175
제8대 47 121 12 10 12 1 1 204
제9대 73 122 7 4 10 1 2 219
제10대 99 115 2 7 6 2 231
제11대 105 161 6 3 1 276
제12대 112 153 6 2 3 276
제13대 116 172 6 1 1 2 1 299
제14대 137 141 14 5 2 299
제15대 104 176 9 8 1 1 299
제16대 76 172 16 2 4 2 1 273
제17대 147 141 4 2 2 2 1 299
총계
(%)

1,060
(25.8)

2,115
(51.5)

158
(3.8)

224
(5.5)

139
(3.4)

5
(0.1)

223
(5.4)

35
(0.9)

97
(2.4)

4
(0.1)

44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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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의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총 4,104명 중 40대가 39.3%로 가장 많고
50대가 36.9%,60대 12.6%,30대 10.9% 순이다.국회의원 대다수가 40대와 50
대인 것이다.

<표 12>국회의원의 연령

자료 :국회사무처 의사국,2008

<표 13>여성 국회의원 현황

자료 :국회사무처 의사국,2008

대별 제
헌
제
2
대

제
3
대

제
4
대

제
5
대

제
6
대

제
7
대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

제
11
대

제
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
17
대
합
계

여성의원수 1 2 1 3 1 2 3 5 12 8 9 8 6 8 12 21 43145

대별 제
헌
제
2
대

제
3
대

제
4
대

제
5
대

제
6
대

제
7
대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

제
11
대

제
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
17
대

총계
(%)

20대 3 5 1 1 2 12
(0.3)

30대 41 50 44 42 38 41 28 25 19 10 32 7 18 8 9 14 23 449
(10.9)

40대 87 83 8210495 72 87 9910282 157142111 70 64 70 106 1,613
(39.3)

50대 53 50 65 65 63 38 40 59 77118 72 102138179160113121 1,513
(36.9)

60대 16 22 11 22 36 22 20 21 21 21 15 25 32 42 66 76 49 517
(12.6)

계 200210203233233175175204219231276276299299299273299 4,104
(100)



－29－

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의원입법 활동이 가능 활발했고,연구시점으로부터 가
장 가까운 제17대 국회인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로 한정한다.
연구대상인 국회의원은 제17대 국회의원 322명 중 임기 4년을 모두 지낸 국
회의원 275명으로 한다.사직,실형 확정,사망 등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
나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국회의원의 경우 재임기간이 종속변수인 법안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의 사회배경과 정치경험에 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가 작성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총람’과 국회 사무처가 수집한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고,두 자료를 통해 확인이 안 된 자료는 국회의
원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하였다.이를 통해 각 국회의원의 성별,연령,학
력,이전 직업,소속 정당,당선 횟수,지역구/전국구,상임위원회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국회의원 발의 법안 및 가결 건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
템을 통해 국회의원별 발의 법안 및 가결 건수,상임위원회별 법안건수,법안
처리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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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연구의 종속변수인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는 제17대 국회 2004년 5월 30일
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 활동한 국회의원 275명이 임기동안 본인
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5,258건과 발의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4),수정가결5),대안폐기6)등 심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2,094건을 대
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이다.대상자의
연령은 30~40대,50대,60대,70대의 4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학력은 학사이하
와 석사이상으로 분류하였고,이전 직업은 정치인,법조인,학계,기타 구분하
였다.
국회 업무 특성은 여․야당,당선 횟수,전국구․지역구,소관 상임위원회이
다.여당은 다수당인 열린우리당7)이고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은 야당으로
분류하였고,당선 횟수는 초선의원과 재선이상 의원으로 구분하였다.지역구는
전국구와 서울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 지역구 의원과 그 외 지역구 의원
의 3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상임위원회는 중복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
원회,국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

4)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아무런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

기로 하는 경우이다.

5)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안

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6)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

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7) 2004년 17대 총선시의 정당명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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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총 14개 상임위원회로 구분하
였다.

<표 14>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

변 수 내 용
종속변수

법안 발의 건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건수(건)
-연속변수

법안 가결 건수 수정가결,원안가결,대안폐기 건수(건)
-불연속변수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여

연령 30~40대,50대,60대,70대
학력 학사이상,석사이상
이전 직업 정치인,법조인,학계,기타

국회 업무 특성 여/야 여당(열린우리당),야당(그 외 정당)
당선횟수 초선,재선이상
지역구 전국구,서울 지역구,그 외 지역구
상반기/하반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상․하반기
상임위 동일여부

동일함,동일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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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점수는 객관화하기 어려워 통상 입법 활동 평
가의 지표로 사용되는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독립변수는
국회의원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과 국회업무
특성(여/야당,당선 횟수,전국구/지역구,상임위원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AS(StatisticalAnalysisSystem)9.2를 사용하였
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독립변수인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을 고찰하
기 위해서 단순빈도분석(simplefrequencyanalysis),백분율,평균(mean),표준편
차(standarddeviation)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에 따른 법안 발의 건
수와 가결 건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
였으며 검정 결과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
수를 지정하였다.
셋째,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변수 중에
서 주요 변수를 규명하고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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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가설1.여성이 남성에 비해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을 것이다.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남성중심의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상대적으
로 충실한 입법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이러한 예측은 사회의 각 부
문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성향이 입법 활동에서도 보여
지는 지를 검증하게 된다(목진휴 등, 2000; Bratton and Haynie, 1999;
Lovenduski,2001).

가설2.연령이 낮을수록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을 것이다.
고령의 국회의원일수록 입법 활동에 투자할 시간,열정,체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의정활동은 시간,노력,열성 등 체력적인 요소를 수반한다고 보고,
신체상의 물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다(손병권,1998).또한 고령의
국회의원의 경우 각 정당에서 각계의 지도자를 영입 공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실무적인 정책 활동에는 소극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성로,2001).

가설3.학력이 높을수록 입법전문성과 정보를 많이 갖기 때문에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은 국회의원일수
록 체계적인 교육을 더 많이 받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높은
사교력과 창의력을 갖추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이
성로,2001).특히 대학원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입법 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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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정치인,법조계,학계 관련 직업을 가졌던 국회의원이 그 외 직업을
가진 의원들보다 정책 및 입안 관련 정보를 많이 갖기 때문에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을 것이다.김주경(2005)연구에 의하면 전직 전문가 집단이 다
른 직업배경을 가진 의원들과 의정성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국회 등원 직전의 직업이 정치인,변호사,교수 등은 정책적 요구사항이나
법률의 구조상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집단으로 입법 활동의 중
요성 및 필요성의 인식도가 높아 법안발의 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
다.

가설5.여당 국회의원에 비해 야당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
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유기체로서 정당의 대의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노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기 때문에 여당의원의 입법 활동은 야
당에 비해 소극적이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이성로,2001).반면 야당 국회
의원은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정부나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그들은 국회활동을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의 활약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입법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6.다선 국회의원에 비해 초선의원일수록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
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오랫동안 수행할수록 정책능력의 전문성이
높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추측된다.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다선의원이 되면 소속정당에서 중진의 대우를 받게 된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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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원이 되면 국회 내 의정할동 보다는 정당업무 등 정치적인 면에 더 비중
을 두게 되고 이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이다(Norton& Wood,1993).이러한 점
을 감안할 때,중진급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소홀하
게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결국 초선의원일수록 입법 활동이 활발할 것이
다(Park,1988;Hibbing,1991;윤종빈,1999).

가설7.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 전국구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가 많을 것이다.
전국구 국회의원은 전국구제도의 설립 취지상 각 직업,직능분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그들은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지식
을 쌓아왔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 구성될 개연성이 크다.또한 지
역구의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된 지역구 출신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민들의
민원이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Cain,1987).반면,전국구 출신 국회의원은 많은 경우 특정한 직능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또
한 전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운영에 대한 시간적,인력적 부담이 전국구 국회
의원에 비해 덜하여 국회 내에서의 활동인 입법 활동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8.지역구가 서울지역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을 것
이다.
지역구의 도시화 여부는 지역구가 도시지역에 있을수록 유권자와의 근접성
이 좋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회 내 의
정활동에 보다 충실할 것인지를 검증한다.윤종빈(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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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신의원의 지역구 체류기간이 수도권 출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이렇게 볼 때,수도권 출신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국회
내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입법 활동에 충실할 것으로 추측된다.

가설9.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동일할수록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가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소속을 빈번하게 바꿀수록 상임위원회의 정책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목진휴 등,2000).국회의원 임기 4년
중 상반기 2년과 하반기 2년의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의원일수록 소관 위원회
에 대한 전문지식,노하우를 갖고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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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국회 업무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
여 종속변수인 법안 발의 건수 및 법안 가결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독립변수는 기존의 문헌을 통해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
을 선별하였다.선별된 독립변수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과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고 T-test와 ANOVA를 통해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였다.이러한
단변량 분석 결과 유의하게 확인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3>연구의 틀

인구사회학적 특성

  ｏ성별

  ｏ연령

  ｏ학력

  ｏ이전 직업
법안 발의 건수

국회 업무 특성
법안 가결 건수

  ｏ여/야

  ｏ당선 횟수

  ｏ전국구/지역구

  ｏ전․후반기 상임위원회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T-test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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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가가가...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제17대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85.8%,여성이 14.2%로 남성이 더 많았다.평
균 연령은 56.5세이고,50대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9.4%,30~40대
20.3%,70대 5.4%순이다.학력을 고졸이하,학사,석사,박사로 구분하면 학사가
47.2%로 가장 많았고,박사 25.2%,석사 23.08%,고졸이하 4.4%로 고학력 집단
인 석․박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국회 등원 직전의 직업을 선
거관리위원회의 분류기준에 의해 공무원,기업인,법조인,시민단체,언론인,의
료계,정치인,학계,기타로 구분하였을 때 정치인이 64.7%로 가장 많았고,학
계 14.5%,법조인 11.2%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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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나나...국국국회회회 업업업무무무 특특특성성성

제17대 국회의원의 국회 업무 특성으로 여/야,당선횟수,전국구/지역구,소관
상임위원회를 살펴보면 <표 16>와 같다.

변 수 분 류 빈도 %
Mean±SD

성별 남 236 85.81
여 39 14.19

연령 30~40대 56 20.36
50대 123 44.72
60대 81 29.45
70대 15 5.45

56.5±7.9
학력 1 고졸이하 12 4.40

학사 129 47.25
석사 63 23.08
박사 69 25.27

학력 2 학사이하 141 51.27
석사이상 134 48.73

이전 직업 1 공무원 4 1.45
기업인 5 1.82
법조인 31 11.27
시민단체 5 1.82
언론인 2 0.73
의료계 3 1.09
정치인 178 64.73
학계 40 14.55
기타 7 2.55

이전 직업 2 법조인 31 11.27
정치인 178 64.73
학계 40 14.55
기타 26 9.45

계 2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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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이 50.9%,야당 국회의원이 49.0%이고,당선횟수별로 보면 초
선의원이 63.6%,재선이 17.4%,3선 이상이 18.9%이다.당선유형별로 보면,전
국구 국회의원이 18.5%,서울 지역구 의원이 17.0%,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
64.3%이다.국회의원의 45.4%가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대상자의 국회 업무 특성

변 수 분 류 빈도 %
여/야 여당 140 50.91

야당 135 49.09
당선횟수 1 초선 175 63.63

2선 48 17.45
3선이상 52 18.91

당선횟수 2 초선 175 63.63
2선이상 100 36.37

지역구 전국구 51 18.54
서울 지역구 47 17.09
그 외 지역구 177 64.36

전반기상임위/
후반기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 22/21 8.03/7.6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9/18 6.93/6.57

교육위원회 16/15 5.84/5.47
국방위원회 17/16 6.20/5.84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8/19 6.57/6.93
문화관광위원회 23/24 8.39/8.76
법제사법위원회 15/16 5.47/5.84
보건복지위원회 18/19 6.57/6.93
산업자원위원회 21/22 7.66/8.03
재정경제위원회 22/22 8.03/8.03
정무위원회 21/21 7.66/7.6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3/25 8.39/9.12
행정자치위원회 24/22 8.76/8.03
환경노동위원회 15/14 5.47/5.11

전․후반기
상임위동일여부

동일함 125 45.45
동일하지 않음 150 54.55

계 2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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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가가가...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법안 발의 건수의 중간값은 15.00건 이었으며,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19.06
건,최빈값은 13건이었다.최소값은 0건,최대값은 143건으로 확인되었다.
법안 발의 건수를 5건 단위로 나누었을 때,11건~15건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비율이 20.4%로 가장 높았다.또한 20건 이하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비
율이 전체의 68.4%를 넘어 그래프 상 왼편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범
주별 법안 발의 건수의 분포는 <표 17>과 <그림 4>과 같다.

<표 17>법안 발의 건수의 분포

N=275
단위 :건

중간값(median) 15.00
평균 ±표준편차 19.06±16.83
최빈값 13.00
최소값/최대값 0/143

빈도(%)
범주(건) 5건 이하 42(15.3)

6-10건 43(15.6)
11-15건 56(20.4)
16-20건 47(17.1)
21-25건 29(10.5)
26-30건 11(4)
31-35건 12(4.4)
36-40건 11(4)
41-45건 6(2.2)
46-50건 7(2.5)
51-55건 2(0.7)
56-60건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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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법안발의건수의분포

61-65건 1(0.4)
66-70건 0(0)
71-75건 3(1.1)
76-80건 1(0.4)
81-85건 1(0.4)
86-90건 0(0)
91-95건 1(0.4)
96-100건 0(0)
100건 이상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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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대대대상상상자자자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단단단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각 독립변수들 그룹간 법안 발의 건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별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다.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법안 발의 건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표
18>과 같다.모든 독립변수들의 그룹간 법안 발의 건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법안 발의 건수가 27.2건으로 남성의 17.71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많았다(t=11.04,p=0.001).
연령별로 비교하면 50대의 법안 발의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의 건수가 적어져 60대 15.1건,70대에서 6.8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5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낮아질 때 법안발의 건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이러한 연령별 법안 발의 건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11,
p=0.0005).
교육수준에 따른 법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교육수준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평균 법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석사이상이 20.8건,학
사이하가 17.3건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78,p=0.0417).
이전 직업별로 살펴보면 언론인 43.0건,의료계 32.3건,기타 32.7건,기업인
30.4건,학계 24.3건,법조인 24.0건으로 직업군별 법안 발의 건수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3.81,p=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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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법안 발의 건수의 비교

N=275
변 수 분 류 N 법안 발의 건수 t혹은 F값 p-valueMean±SD
성별 남 236 17.71±14.85 11.04 0.001

여 39 27.20±24.44
연령 30~40대 56 21.12±13.08 6.11 0.0005

50대 123 22.17±18.90
60대 81 15.16±15.47
70대 15 6.8±6.3

학력 학사이상 141 17.32±15.19 3.09 0.0800
석사이상 134 20.88±18.27

이전 직업 1 공무원 4 8.75±3.50 3.81 0.0003
기업인 5 30.40±16.04
법조인 31 24.00±14.96
시민단체 5 23.80±9.93
언론인 2 43.00±41.01
의료계 3 32.33±11.93
정치인 178 15.75±13.65
학계 40 24.35±25.66
기타 7 32.71±11.58

이전 직업 2 법조인 31 24.00±14.96 7.18 0.0001
정치인 178 15.75±13.65
학계 40 24.35±25.66
기타 26 27.6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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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국국국회회회 업업업무무무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대상자의 국회 업무 특성에 따른 법안 발의 건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표
19>과 같다.전반기․후반기 상임위 동일여부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의 그
룹간 법안 발의 건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당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가 21.4건으로 여당 국회의원의 16.7건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t=5.25,p=0.0228).
당선 횟수별로 비교하면 초선 국회의원이 23.2건으로 재선 이상 11.9건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t=31.81,p<0.0001).
전반기 상임위원회별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고,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8.5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 했고,재정경제위원회 23.1건,법제사법
위원회 22.4건,행정자치위원회 22.16건으로 확인되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34.1건으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 했고,법제사법위원회 31.4건,
건설교통위원회 28.7건,재정경제위원회 21.4건으로 확인되었다.
전․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국회의원이 동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보다
법안 발의 건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7－

<표 19>대상자의 국회 업무 특성에 따른 법안 발의 건수의 비교
N=275

변 수 분 류 N
법안 발의 건수

t혹은 F값 p-value
Mean±SD

여/야 여당 140 16.79±12.10 5.25 0.0228
야당 135 21.40±20.40

당선횟수 초선 175 23.22±17.68 31.81 <.0001
2선이상 100 11.99±12.47

지역구 전국구 51 26.78±23.75 8.89 0.0002
서울 지역구 47 13.14±8.54
그 외 지역구 177 18.40±15.31

전반기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2 21.13±13.32 1.71 0.058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9 15.05±16.07

교육위원회 16 21.62±20.76
국방위원회 17 11.76±12.7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8 16.77±10.63
문화관광위원회 23 20.56±10.71
법제사법위원회 15 22.40±18.39
보건복지위원회 18 28.50±32.21
산업자원위원회 21 19.47±16.16
재정경제위원회 22 23.13±19.62
정무위원회 21 19.09±11.4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3 9.56±10.91
행정자치위원회 24 22.16±16.30
환경노동위원회 15 16.53±12.61

하반기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1 28.76±20.26 5.38 <.000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 11.50±7.35

교육위원회 15 20.93±8.24
국방위원회 16 8.68±5.8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9 14.94±10.06
문화관광위원회 24 20.83±13.60
법제사법위원회 16 31.43±21.72
보건복지위원회 19 34.15±31.99
산업자원위원회 22 18.95±12.87
재정경제위원회 22 21.40±17.78
정무위원회 21 17.28±14.48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5 6.24±4.85
행정자치위원회 22 16.72±9.62
환경노동위원회 14 18.92±12.12

전․후반기
상임위 동일여부

동일함 125 20.53±17.49 1.77 0.1843
동일하지 않음 150 17.8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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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법법법안안안발발발의의의건건건수수수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분석모형Ⅰ]은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주요 변수로 포함한 모형이며,[분석모형
Ⅱ]는 국회 업무 특성을 주요 변수로 포함한 모형이다.[분석모형Ⅲ]은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을 모두 포함시켜 만든 모형으로 최종 관련 요
인 분석에 사용하였다.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선형성을 얻기 위해 로그
변환하여 분석하였다.다음 <표 20>는 세 가지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
였다.

111)))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ⅠⅠⅠ:::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의 유
의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변수들을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법안 발의 건수의 차이를 살펴본 ‘모형Ⅰ’에서 다
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경우,남성에 비해 여성이 법안 발의 건수와 양(+)의 관
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은 준거집단이 30․40대에 비해 나이가 많은 모든 연령대에서 음(-)의 관
련을 보였고,60대와 7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50대는 유의하진 못했다.
학사이하에 비해 석사이상이 양(+)의 관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이전 직업을 보면 정치인 집단에 비해 법조인,학계,기타 집단 모두
양(+)의 관계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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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법안발의 건수 관련 요인 분석

주:*p<0.1**p<0.05***p<0.001

N=275
변 수 N(%) 모형Ⅰ

회귀계수(t값)
모형Ⅱ

회귀계수(t값)
모형Ⅲ

회귀계수(t값)
상수 2.58(20.35)*** 2.85(23.80)*** 2.76(13.97)***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준거집단 :남자) 236(85.8)

여자 39(14.2) 0.341(2.53)** 0.208(1.31)
연령(준거집단 :30~40대) 56(20.4)

50대 123(44.7) -0.018(-0.15) 0.069(0.58)
60대 81(29.5) -0.368(-2.64)** -0.274(-1.97)**
70대 15(5.5) -1.158(-5.08)*** -0.967(-4.32)***

학력(준거집단 :학사이하) 141(51.3)
석사이상 134(48.7) 0.087(0.85) 0.079(0.83)

이전 직업(준거집단 :정치인) 178(64.7)
법조인 31(11.3) 0.400(2.59)** 0.074(0.49)
학계 40(14.5) 0.251(1.73)* -0.097(-0.65)
기타 26(9.5) 0.584(3.62)*** 0.188(1.16)

국회업무특성
정당(준거집단 :여당) 140(50.9)

야당 135(49.1) 0.280(2.97)** 0.296(3.27)**
당선횟수(준거집단 :초선) 175(63.6)

2선 이상 100(36.4) -0.856(-8.20)*** -0.667(-5.64)***
지역구(준거집단 :전국구) 51(18.5)

서울 지역구 47(17.1) -0.212(-1.30) -0.221(-1.18)
그 외 지역구 177(64.4) -0.008(-0.06) 0.035(0.22)

R 0.2334 0.2478 0.3482

AdjR 0.2099 0.2364 0.3178
F 9.93*** 21.8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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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ⅡⅡⅡ:::국국국회회회 업업업무무무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

국회 업무 특성 중 단변량 분석을 통해 여/야당,당선 횟수,전국구/지역구의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변수들을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야당이 여당에 비해 양(+)의 관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초선에
비해 재선이상이 음(-)의 관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전국구 국회의
원에 비해 서울 지역구 의원과 그 외 지역구 의원은 음(-)의 관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333)))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ⅢⅢⅢ:::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국국국회회회 업업업무무무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

‘모형Ⅰ’에 국회 업무 관련 요인을 포함한 ‘모형Ⅲ’에서 성별은 양(+)의 관련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은 준거집단이 30․40대에 비해 50대를 제외한 60대,70대에서 음(-)의
관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50대는 양(+)의 관련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학사이하에 비해 석사이상이 양(+)의 관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이전 직업을 보면 정치인 집단에 비해 법조인,기타 집단은 양(+)의 관
계를 보이고 학계는 음(-)의 관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야당이 여당에 비해 양(+)의 관련을 보였고 ‘모형Ⅱ’에서 보다 강한 양(+)의
관련(p=0.0012)를 보였다.초선에 비해 재선이상이 음(-)의 관련을 보였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다.전국구 국회의원에 비해 서울 지역구 의원은 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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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외 지역구 의원은 양(+)의 관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Ⅰ’,‘모형Ⅱ’,‘모형Ⅲ’에 대해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
해 분산확대인자(VIF,VarianceInflationFactor)를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분산확대인자(VIF)가 10이상인 변수는 없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고 볼 수 있다.
각 모형의 설명력은 20.99%,23.64%,31.78%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관련 요인을 모두 통제한 ‘모형Ⅲ’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모형Ⅰ’과
의 차이는 10.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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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법법법안안안 가가가결결결 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가가가...법법법안안안 가가가결결결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법안 가결 건수의 중간값은 6.00건 이었으며,평균 법안 가결 건수는 7.44건,
최빈값은 2건이었다.최소값은 0건,최대값은 46건으로 확인되었다.
법안 가결 건수를 5건 단위로 나누었을 때,5건 이하로 법안을 가결시킨 국
회의원의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또한 10건 이하로 법안을 발의한 국회
의원의 비율이 전체의 74.1%를 넘어 그래프 상 왼편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범주별 법안 가결 건수의 분포는 <표 21>과 <그림 6>과 같다.

<표 21>법안 가결 건수의 분포

N=275
단위 :건

중간값 6.00
평균 ±표준편차 7.44±6.68
최빈값 2.00
최소값/최대값 0/46

빈도(%)
범주(건) 5건 이하 120(43.6)

6-10건 84(30.5)
11-15건 46(16.7)
16-20건 14(5.1)
21-25건 5(1.8)
26-30건 2(0.7)
31-35건 3(1.1)
36-40건 0(0)
41-45건 0(0)
46-50건 1(0.4)



－53－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5
건
 이

하

6
-
1
0
건

1
1
-
1
5
건

1
6
-
2
0
건

2
1
-
2
5
건

2
6
-
3
0
건

3
1
-
3
5
건

3
6
-
4
0
건

4
1
-
4
5
건

4
6
-
5
0
건

의원수

<그림 6>법안 가결 건수의 분포

나나나...대대대상상상자자자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법법법안안안 가가가결결결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단단단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각 독립변수들 그룹간 법안 가결 건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별 집
단간에 평균 법안 가결 건수를 비교하였다.분석방법으로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법법법안안안 가가가결결결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법안 가결 건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표
22>과 같다.모든 독립변수들의 그룹간 법안 발의 건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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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법안 가결 건수가 9.6건으로 남성의 7.0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많았다(t=4.9,p=0.0277).
연령별로 비교하면 30대의 법안 가결 건수가 9.1건으로 가장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결 건수가 적어져 50대 8.3건,60대 5.8건,70대에서 2.0건으로 가
장 적었다.이러한 연령별 법안 가결 건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7.21,p=0.0001).
교육수준에 따른 법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석사이상이 8.5건으로 학사
이하 6.4건보다 많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7.05,p=0.0084).
이전 직업별로 살펴보면 의료계 16.0건,기업인 14.8건,시민단체 12.0건,언
론인 11.5건으로 직업군별 법안 가결 건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75,
p=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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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법안 가결 건수의 비교

N=275
변 수 분 류 N 법안 가결 건수 t혹은 F값 p-valueMean±SD
성별 남 236 7.07±6.25 4.90 0.0277

여 39 9.61±8.61
연령 30~40대 56 9.16±6.42 7.21 0.0001

50대 123 8.34±6.89
60대 81 5.85±6.33
70대 15 2.06±1.98

학력 학사이상 141 6.40±6.00 7.05 0.0084
석사이상 134 8.52±7.19

이전 직업 1 공무원 4 3.50±2.88 3.75 0.0004
기업인 5 14.8±6.61
법조인 31 9.16±7.08
시민단체 5 12.00±6.51
언론인 2 11.50±13.43
의료계 3 16.00±1.73
정치인 178 6.18±5.43
학계 40 9.40±9.49
기타 7 9.28±5.67

이전 직업 2 법조인 31 9.16±7.08 6.67 0.0002
정치인 178 6.18±5.43
학계 40 9.40±9.49
기타 26 10.9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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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국국국회회회 업업업무무무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법법법안안안 가가가결결결 건건건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대상자의 국회 업무 특성에 따른 법안 가결 건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표
23>와 같다.전반기․후반기 상임위 동일여부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의 그
룹간 법안 가결 건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당 국회의원의 법안 가결 건수가 7.2건으로 여당 국회의원의 7.5건에 적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t=0.14,p=0.7066).
당선 횟수별로 비교하면 초선 국회의원이 9.3건으로 재선 이상 4.2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t=43.50,p<0.0001).
전반기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10.6건으로 가장
많이 통과시켰고,건설교통위원회 10.4건,행정자치위원회 8.1건,산업자원위원
회 8.0건,재정경제위원회 8.0건으로 확인되었다.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건
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13.5건으로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 시켰고,보
건복지위원회 12.4건,법제사법위원회 11.3건,환경노동위원회 8.3건,산업자원
위원회 8.2건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상임위원회별 법안 발의 건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국회의원이 동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보다
법안 가결 건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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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대상자의 국회 업무 특성에 따른 법안 가결 건수의 비교
N=275

변 수 분 류 N 법안 가결 건수 t혹은 F값 p-valueMean±SD
여/야 여당 140 7.58±5.99 0.14 0.7066

야당 135 7.28±7.34
당선횟수 초선 175 9.33±6.97 43.50 <.0001

2선이상 100 4.21±4.65
지역구 전국구 51 9.35±8.05 4.83 0.0087

서울 지역구 47 5.21±4.02
그 외 지역구 177 7.47±6.66

전반기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2 10.40±7.26 1.99 0.021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9 6.36±7.78

교육위원회 16 7.62±7.17
국방위원회 17 3.35±2.9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8 7.88±5.49
문화관광위원회 23 7.08±4.65
법제사법위원회 15 7.73±8.66
보건복지위원회 18 10.61±11.11
산업자원위원회 21 8.09±5.00
재정경제위원회 22 8.09±5.69
정무위원회 21 7.61±5.19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3 3.39±5.60
행정자치위원회 24 8.16±6.74
환경노동위원회 15 8.06±5.18

후반기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1 13.57±10.57 6.34 <0.000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 4.11±3.10

교육위원회 15 7.80±4.22
국방위원회 16 3.31±2.7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9 7.00±5.20
문화관광위원회 24 7.70±5.00
법제사법위원회 16 11.31±7.60
보건복지위원회 19 12.47±10.1
산업자원위원회 22 8.22±5.78
재정경제위원회 22 7.54±5.04
정무위원회 21 6.90±5.9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5 1.56±1.32
행정자치위원회 22 5.95±4.23
환경노동위원회 14 8.35±5.13

전․후반기
상임위 동일여부

동일함 125 20.53±17.49 1.77 0.1843
동일하지 않음. 150 17.8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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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법법법안안안가가가결결결건건건수수수의의의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 요인들과 법안 가결 건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법안 가결 건수의 최대값 46건을 제외하면 0건에서 35건으로 범
주가 좁게 나타나,중위수인 6건을 기준으로 6건 이상을 1의 값으로 하고 6건
미만을 0값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Ⅰ]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포함한 모형이며,[분석모
형Ⅱ]는 국회 업무 특성을 주요 변수로 포함한 모형이다.[분석모형Ⅲ]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을 모두 포함시켜 만든 모형으로 최종 관련
요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111)))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ⅠⅠⅠ:::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법법법안안안 가가가결결결 건건건수수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법안 가결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
중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분석모형Ⅰ)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4>과 같
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법안 가걸 건수(Oddsratio,OR)가 1.11배 많게 나타
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연령과 법안 가결 건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연령이 증가할수록 법안 가결 건수
는 적어졌다.30․40대를 기준으로 70대의 경우 93%P,60대는 71%P,50대는 33%P
차이를 보이며 법안 가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50대를 제외하고 모두 통
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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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이하에 비해 석사이상이 법안 가결 건수가 1.43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진 않았다.이전 직업을 보면 정치인 집단에 비해 법조인은 1.50배,학계는
1.06배,기타집단은2.77배법안가결건수가많았으나유의하지는않았다.

<표 2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법안 가결 건수
에 미치는 영향(모형Ⅰ)

222)))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ⅡⅡⅡ:::국국국회회회 업업업무무무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법법법안안안 가가가결결결 건건건수수수

국회 업무 특성 중 단변량 분석을 통해 여/야당,당선 횟수,전국구/지역구의 유의
성이확인되었으며이변수들을모두분석모형에포함하였다.여/야당 변수는 단변
량 분석에서 유의하진 않았지만,기존의 연구에서 의정활동 결정요인으로 의미
가 있었으며 방향성을 보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변 수 N(%) OR 95% 신뢰구간 p-value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준거집단 :남자) 236(85.8)

여자 39(14.2) 1.114 0.533-2.331 0.7736
연령(준거집단 :30~40대) 56(20.4)

50대 123(44.7) 0.674 0.336-1.352 0.2663
60대 81(29.5) 0.285 0.133-0.612 0.0013
70대 15(5.5) 0.072 0.014-0.367 0.0015

학력(준거집단 :학사이하) 141(51.3)
석사이상 134(48.7) 1.436 0.819-2.520 0.2067

이전 직업(준거집단 :정치인) 178(64.7)
법조인 31(11.3) 1.506 0.643-3.527 0.3460
학계 40(14.5) 1.064 0.489-2.313 0.8757
기타 26(9.5) 2.772 1.052-7.308 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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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에 비해 여당 의원이 6%P법안 가결 건수가 작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재선이상 의원이 초선의원에 비해 95%P법안 가결 건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구 의원 보다 지역구 의원의 법안 가
결 건수가 많았다.전국구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구 의원은 1.20배 법안 가
결건수가많았고,그외지역구의원은2.06배법안가결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
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표 25>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국회 업무 특성이 법안 가결 건수에
미치는 영향(모형Ⅱ)

333)))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ⅢⅢⅢ:::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국국국회회회 업업업무무무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법법법안안안 발발발의의의 건건건수수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Ⅰ’에 국회 업무 관련 요인을 포함한 ‘모형
Ⅲ’에서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법안 가결 건수가 1.20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았다.
연령과 법안 가결 건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연령이 증가할수록 법안 가결 건수

변 수 N(%) OR 95% 신뢰구간 p-value
국회업무특성
정당(준거집단 :여당) 140(50.9)

야당 135(49.1) 0.943 0.553-1.611 0.8311
당선횟수(준거집단 :초선) 175(63.6)

2선 이상 100(36.4) 0.153 0.084-0.279 <.0001
지역구(준거집단 :전국구) 51(18.5)

서울 지역구 47(17.1) 1.208 0.495-2.949 0.6774
그 외 지역구 177(64.4) 2.069 1.014-4.222 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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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어졌다.30․40대를기준으로 70대의 경우 97%P,60대는 58%P,50대는 3%P차
이를 보이며 법안 가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50대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
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학사이하에 비해 석사이상이 법안 가결 건수가 1.38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진 않았다.이전 직업을 보면 정치인 집단에 비해 법조인은 34%P,학계는
49%P법안가결건수가작았고,기타집단은1.13배법안가결건수가많았으나모두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법안 가결건수가 1.04배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재선이상 의원이 초선의원에 비해 93%P법안 가결 건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구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구
의원은 9%P법안가결 건수가적었고,그 외지역구 의원은1.93배 법안가결 건수가
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표 26>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국회 업무 특성이
법안 가결 건수에 미치는 영향(모형Ⅲ)

변 수 N(%) OR 95% 신뢰구간 p-value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준거집단 :남자) 236(85.8)

여자 39(14.2) 1.202 0.467-3.092 0.7033
연령(준거집단 :30~40대) 56(20.4)

50대 123(44.7) 0.968 0.453-2.065 0.9321
60대 81(29.5) 0.424 0.180-0.999 0.0498
70대 15(5.5) 0.126 0.022-0.708 0.0186

학력(준거집단 :학사이하) 141(51.3)
석사이상 134(48.7) 1.387 0.762-2.524 0.2850

이전 직업(준거집단 :정치인) 178(64.7)
법조인 31(11.3) 0.663 0.260-1.692 0.3897
학계 40(14.5) 0.508 0.203-1.271 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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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6(9.5) 1.130 0.392-3.258 0.8206
국회업무특성
정당(준거집단 :여당) 140(50.9)

야당 135(49.1) 1.042 0.595-1.824 0.8850
당선횟수(준거집단 :초선) 175(63.6)

2선 이상 100(36.4) 0.174 0.084-0.358 <.0001
지역구(준거집단 :전국구) 51(18.5)

서울 지역구 47(17.1) 0.906 0.296-2.770 0.8621
그 외 지역구 177(64.4) 1.937 0.751-5.001 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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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과 국회 업무 특성인 여/야당,당선 횟수,전국구/비례대표 자료를 이용하
여 수집,분석하였다.수집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국회 업무 특성과 국회의
원 발의 법안 및 가결 건수의 관계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 건수와 가결된 법안 건수에 영
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 요인을 분석하고
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제17대 국회의원 총 322명 중 임기 4년을 모두 활동한 국회의원
275명이다.
자료 분석에 앞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와 관련된 독립변수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연구방법으로는 기술분석과 T-test와 ANOVA를 통해 단변량 분석하
였다.이어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이 법안 발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법안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국회
의원 신상자료를 사용하였다.공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에 사용된 자료
로 신뢰성이 높아 국회의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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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관한 자료는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그리고 이 법안들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수를 통해 확인하였다.이러한 정량분
석방법으로 제17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모든 법
률안에 대해 제안 배경,심사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약
이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였다.
기존연구의 분석 방법을 보면,장진혁(2004)의 연구에서는 교차분석과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하여 국회의원 특성과 의제설정활동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혀
낼 수는 있었지만 관계의 강도는 측정할 수 없었다.이성로(2005)의 연구에서는
의정활동 성적을 여/야당의 구분,당선유형,당선횟수,연령,학력 등을 요인으
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김주경(2005)의 연구에서는 의정 성적의 영향
요인을 성별,나이,지역초선,지역재선,기타정당,한나라당 비례대표,한나라
당 지역구,민주노동당 비례대표,민주당 비례대표,민주당 지역구,열린우리당
비례대표,전문가집단,순수시민운동집단 등으로 보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요인을 1차원적으로 나열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과 국회업무특성 요인으로
나눈 후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분석하여 좀 더 발전된 연구방법 및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향후 보다 정교한 이론화를 위하여 향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한 더욱
축척된 자료의 분석이 요구된다.그리고 연구의 시간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
가 있으며,국회의원의 대표발의법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 및 국회 전체의 정책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66－

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이 연구를 통하여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총 275명 중 남성이 85.8%,여성
이 14.2%로 남성이 많았고,평균 연령은 56.5세 50대가 44.7%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9.4%,30~40대 20.3%,70대가 5.4%였다.학력은 학사가 47.2%로 가장
많았고 박사 25.2%,석사 23.0%,고졸이하 4.4%순이다.국회의원 직전의 직업
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정치인이 64.7%로 가장 많고 학계
14.5%,법조인 11.2%였다.
국회의원의 국회 업무 특성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이 50.9%,야당 국회의원이
49.0%로 비슷한 비율이었고,당선횟수별로 보면 초선의원이 63.6%,재선
17.4%,3선 이상이 18.9%였다.당선유형별로 살펴보면,전국구 국회의원이
18.5%,서울 지역구 의원 17%,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 64.3%이다.전반기와 후
반기의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의원은 45.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특성 요인들 그룹간 법안 발의 건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동일여부를 제외한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
여/야당,당선횟수,전국구/지역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학력이 높을수록,언론인․의료계․기업인․학계․법조인
출신일수록,초선의원일수록,전국구의원일수록 법안 발의 및 가결건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여/야당의 구분에 있어서는 법안 발의 건수는 유의하게 야
당 의원이 높았지만 가결 건수에 있어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에 비해 조
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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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법안 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연령,여/야당,당선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즉,연령이
낮을수록 여당 의원 보다는 야당 의원이,초선의원 일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많았다.그리고 법안 가결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당선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연령이 낮을수록 초선의원 일수록 법안 가결 건수가 많
았다.
이 결과는 목진휴 등(2000)의 연구에서 성별,학력,연령이 유의하지 않고 상
임위원회 소속변경 빈도,당선횟수는 유의하다는 분석과는 성별과 학력,당선
횟수에서는 일치하지만 연령,상임위원회 소속변경 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성로(2001)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의정활동 성적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의정활동 성적이 우월하고 당선횟수가 많
을수록 의정활동 성적이 낮고 전국구와 지역구 의원간의 의정활동 성적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김주경(2005)연구에서 이전 직업이 교수인 전문가 집단의 의정활동 성적이
다른 집단에 비해 좋았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윤종빈(1999)와 Park(1988)의
연구에서 중진급 의원일수록 정책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는 개별 분석결과
보다 상당히 개선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국회의원의 특성이 논리적
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지라도 입법
현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첫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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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연구를 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산화시켜 통계적 분석
을 시도했다는 점이다.한국 국회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
부분 서술적,기술적,규범적,역사적 접근법을 사용하였고,상당수의 논문들은
제도 및 기구에 대한 연구이거나 정책제안서이다.특히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전반기 또는 후반기의 의정활동 평가는 이루어졌지만,임기 4년을 모두 지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의원 입법 및 정부 입법 전반,의원 입법 발의 및 가결 현
황,국회의원 개인 특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우선 역대
국회별 의원입법 및 정부 입법 추이를 분석하고,국회의원 개인별 법안 발의
건수 및 가결 건수를 수집하여 의원 특성이 입법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의회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정책적 기여점은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입법부의
현실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적인 통계자료는 연구에 정합성을 부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책통제 및 비판감시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인 국회에 대한 통계자료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연구는 국회도 효
율성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분석 자료와 입법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국회의원 요인을 규명한 분석으로 향후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의원입
법의 활성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69－

ⅦⅦⅦ...결결결 론론론

입법과정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책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 정책발
전의 측면에서 의원입법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국회가 입법부라는 본연의 기능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국회라는 제도와 국회의원이라는 정
치엘리트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이러한 배경에서 의
원입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17대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경력이 의원입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
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과 국회 업무 특성인 여/야당,
당선 횟수,전국구/지역구,상임위원회 등의 요인이 의원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그리고 의원입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
정부 제출 법률안 그리고 가결된 법안의 수를 살펴보았다.
우선 입법현황을 분석한 결과,무엇보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현격하게 증
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제17대 국회에서만 발의된 의원입법은 제헌국
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발의된 법안보다 많았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도 이
전 국회와 비교해 매우 많은 편이다.국회의 입법 활동이 증가하고 강화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 및 정책적 수요가 국회에 많이 제안되어 그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발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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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성별,연령,
학력,이전 직업,여/야당,당선횟수,전국구/지역구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집단별 평균비교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동일여부를 제외한
성별,연령,학력,이전 직업,여/야당,당선횟수,전국구/지역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남성보다는 여성이,학력이 높을수록,언론인․의료
계․기업인․학계․법조인 출신일수록,초선의원일수록,전국구의원일수록 법안
발의 및 가결건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여/야당의 구분에 있어서는 법안 발의
건수는 유의하게 야당 의원이 높았지만 가결 건수에 있어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
원에비해조금높은수준이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연령이 낮을수록 특히,30~40대보다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연령대인 50대에서,여당
국회의원보다는 야당 국회의원이,당선 횟수가 많은 의원보다는 초선일수록 법
안 발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법안 가결 건수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초선 의원일수록 법안
가결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연령과 당선횟수가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는 것을 확인하였다.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모두 연령이 낮고 초선 의원일수
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야당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는 많이 하지만 법안
가결 건수에 있어서는 원내 영향력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의 영향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
령’과 국회 업무 특성인 ‘당선횟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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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국회 업무 특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
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본 연구는 17대 국회 의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특성과 변화가 입법 활동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역대 국
회별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회 업무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
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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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inNam
Dept.ofHealthPolicyand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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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WoojinChung,Ph.D.)

AsexpectationsforthepolicycenteredNationalAssemblyareontherise,there
areactivelawmakingactivitiesbythemembersoftheNationalAssemblyasthe
courseofpolicydeterminations.Thelawmakingactivitiesbythemembersofthe
NationalAssemblyareimportantbecausetheyshowthatvariousopinionsofthe
peopleareconvergedandproposed,andopinionsofthepeoplearereflected
throughtheirrepresentatives.Therefore,thefactthatmanylegalmeasuresare
initiatedbythemembersmeansthatopinionsandpolicydemandsofthepeople
havebeenproposedbytheNational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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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tyofthemembersoftheNationalAssemblyisrequiredtocopewitha
varietyofpoliciesandthespecializedlawmakingactivities.However,thereisa
lackofstudiesastowhatfactorsofthemembersoftheNationalAssemblyaffect
theirlawmakingactivities.Forthatreason,thisstudyanalyzesthepopulation
sociologicalfeaturesofthemembersoftheNationalAssembly and the
characteristicfactorsofthedutiesoftheNationalAssemblythataffectthe
members'lawmakingactivities.
Thisstudyisconductedfor275memberswhohavebeenservedforthetermof
four(4)yearsoutof322membersoftheseventeenthNationalAssembly,andasto
themembers'lawmakingactivities,itusesthequantifiednumberofproposalsof
lawsandthenumberofpassages.Itanalyzesthefeaturesofthemembersofthe
NationalAssemblybydividingthepopulationsociologicalfeaturesofgender,
age,academicbackground,prioroccupationandthecharacteristicfactorsofthe
dutiesoftheNationalAssemblyofrulingparty/oppositionparty,thenumberof
election,nationalconstituent/localconstituent,theStandingCommittee.
Theresultofthisstudyindicatesthattherearevaliddifferencesintermsof
gender,age,academicbackground,prioroccupation,rulingparty/opposition
party,thenumberofelection,nationalconstituent/localconstituentexceptfor
whethertheStandingCommitteesofthefirsthalfyearandthesecondhalfyear
arethesame.Itfurthershowsthatthemoreforfemalesthanformales,themore
higheracademicbackgrounds,themoreforjournalists,themedicalprofession,
entrepreneurs,academiccircles,legalcircles,themorefornewlyelectedmembers,
themorefornationalconstituents,thehigherthenumberofproposalsoflaw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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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umberofpassages.
Withrespecttothedivisionofrulingparty/oppositionparty,theopposition
partyhasvalidlyhighernumberofproposalsoflawswhilethemembersofthe
rulingpartyhavethelittlehighernumberofpassagesthantheoppositionparty.
However,itisnotmeaningfulinastatisticalsense.
Fromtheperspectiveofmultiplyregressionanalysis,asthefactorsthataffect
thenumberofproposalsoflaws,age,rulingparty/oppositionparty,andnumber
ofelectionhasthestatisticalvalidities.Theyounger,themoreforthenewly
elected,themorebytheoppositionpartymembersthanbytherulingparty
members,therearemorenumbersofproposaloflaws.Furthermore,asthefactors
theaffectthenumberofpassagesoflaws,themoretheagethelesserthenumber
ofpassagesoflaws,andthemorethenumberofelections,thatis,thereelected
membershavethelessernumberofpassagesoflawsthanthenewlyelected
members,whichisvalidinastatisticalsense.
Inconclusion,thisstudysuggeststhattheageandthenumberofelectionare
themajorfactorsthatmayaffectthelawmakingactivities.Italsosuggeststhatthe
moreboththenumbersofproposalsandpassagesoflaws,themorefortheyoung
membersorthenewlyelectedmembers,andthatalthoughtheoppositionparty
havemoreproposalsoflawsthantherulingparty,therulingpartymembersof
theNationalAssemblyhavethehighernumberofpassagesoflawsthanthe
oppositionpartymembers.
Accordingly,thisstudythathasclarifiedthefactorsofthemembersofthe
NationalAssemblycouldbeofhelpinthefutureasthebasicmaterials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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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onthepromotionoflawmakingactivitiesofthemembersinthecourseof
policydeterminations.

keyword :Lawmaking Activity ofMembersoftheNationalAssembly,
LawmakingDeterminantsofMembersoftheNationalAssembly,
ProposalofLaws,Passageof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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