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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1)

최 준 영*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법안발의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놓여 있다. 의원들의 발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으로
는 크게 개인적, 제도적, 지역적 동인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개인적 동인에 속하는 변수로 선수
(seniority), 성별, 연령, 그리고 전직을 고려하였다. 제도적 동인에 속하는 변수로는 당내 리더십 포지
션, 상임위 가입수, 상임위 위원장 여부, 여야여부를 포함시켰다. 지역적 동인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경합도와 지역구 도시화 정도를 사용하였다. 의원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에 대한 분석은 사건계
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적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종속변수는 17대 국회 전반기 의원
들의 대표발의 건수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로 개인적 동인과 제도적 동인에 의해
의원발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동인은 의원들의 발의결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의원들의 선수가 올라갈수록 발의건수는 오
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국회, 의원발의, 대표발의법안, 선수, 사건계수 분석기법

Ⅰ. 서 론
국회법에 따르면 입법과정에서 의원발의란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
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개별 의원들의 행위를 의미한다(국회법 제6장 제2절 제79조). 이러한
의원들의 발의행위는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의회 입법과정의 시점이 된다는 사실 이외에도 다음
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의원발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 수렴의 폭을 보다 넓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
한다. 행정부에서 입안되는 정책들은 주로 국가적․거시적 차원에서 입안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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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적 이해관계나 요구사항은 종종 무시되거나 부수적인 것
으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이해를 수렴하고 대변하여 국가정책에 반
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로서 그러한 지역과 중앙 간의 정책적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하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의원들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도외시되
고 있는 이슈들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복수법안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수 이해를 대
변하는 의원들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이슈가 지
닌 지역적 특성과 중요성을 행정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 또는 일반국민들에게 환기시킬 수 있는 여
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지역적 이해가 일정 부분 정부 정책에 반
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발의 행위는 중요하다(최정원 2004).
둘째, 의원발의는 의원들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의제설
정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찍이 Riker(1982, 1986)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그
에 따르면 정치 행위자들의 선호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의제 혹은 대안들이 선택메뉴
에 제시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치적 결과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구도
에 불만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은 잠재력은 내재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별 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정치적․정책적 의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구
도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Riker 1982, 1986; Sundquist 1983; Baumgartner and
Jones 1993; Kingdon 1995). 의원발의법안이 실제로 가결될 확률은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
원들이 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새로운 의제를 정치과정에 투입함으로써 선거에
서의 승리나 리더십 포지션의 획득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의 창문(windows
of opportunity)'을 열고자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는 입법과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재는 척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안발
의를 엄격히 의회에 국한시키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행정부도 법안발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52조). 즉 한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국회가 법안발의에 대한 독
점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입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입
법부 사이에 긴장관계를 창출하여 왔다. 이 때 의원발의법안 건수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이원적 입
법행위자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국회가 입법과정을 얼마나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다(임성호 1999; 최정원 2004). 이를 통해 우
리는 국회가 통법부라는 제한된 역할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입법부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 판
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국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국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건수의 측면에서나 의원발의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의 측면에서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신명순 1999). 따라서 일반적인 우
려와는 달리 한국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비교적 건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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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문제는 모든 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열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7대 국회를 예로 든다면
의원들의 임기가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대표발의법안 건수를 기준으로 단 하나의 법안도 발의하
지 않는 의원들로부터 6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까지 심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이와 같은 발의건수 상의 편차는 도대체 어떤 요인들에 기인하는가? 즉 개
별 의원들의 법안발의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이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의원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의원들이 어떠한 개인적, 제도
적, 지역 정치적 제약 속에서 발의를 하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
국회의원들의 입법행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의원발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동인, 제도적 동인, 그리고 지역적 동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서 事件計數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소개하고 왜 이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통계분석 결과의 제시와 그 해석은 제
4장에서 논의될 것이며, 이 연구결과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이해하는데 지니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Ⅱ. 의원발의의 동인
의원들의 발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동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의원발의에 순기능적 또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다양한 동인들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동인, 제도적 동인, 지역적 동인 등 크게 세 가지 동인으로 범주화
시킬 수 있다. 개인적 동인이란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들을 의미하며, 제도적 동인이
란 상임위원회나 당내 리더십 포지션 등과 같이 의원들을 구조적으로 구속하는 국회제도와 연계
된 요인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지역적 동인이란 의원들이 대변해야하는 지역구의 특성을 말한다.
개별 의원들은 이 세 가지 동인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의원들 사이에 발의건수 상의 편차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범주
에 포함된 동인들이 의원발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논하고, 이 논의에 근거하여
각각의 동인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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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원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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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동인1)
의원들이 법안발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은 많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개별적 특성이란 의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
원의 선수(seniority), 성별, 연령, 전직의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의원들의
발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1) 선수(seniority)
미국 의회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발의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의원들은 선수가 올라갈수록 입법과정에 대한 보다
폭 넓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Hibbing 1991; Schiller 1995). 선수가
1) 선수, 성별, 연령, 전직 이외에 또 다른 개인적 동인으로 의원들의 이념을 들 수 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이념이 의원들의 법안발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의원들은
정부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반면, 보수
주의적 성향을 지닌 의원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법안발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다(Ehrenhalt 1991; Schiller 1995).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기 힘들다. 한국의 이념은 정부
의 역할 또는 정부의 크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심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북한이나 외교안보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 이념적 경계가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원택 2003). 북한이나 외교안보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이념적 경계선이 나눠진다면 의원
들의 이념적 성향과 법안발의건수는 의미 있는 관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17대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제4장에서 논의될 모델에 포함시켜 분석을 해보았지만 의원발의건수에 통계적
으로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311

높은 의원들은 어떤 절차적․제도적 과정을 거쳐 법안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 이슈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
도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낮은 의원들에 비해 법안발의를 보다 용이하
게, 그리고 보다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이유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낮은 의원들에 비해 지역구 활동을 덜 할 것이며 따라서
입법활동과 같은 원내활동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Fenno(1978)에 의하면 의원들의 선수가 올라감에 따라 지역구 관리 스타일이 확장주의적 단계
(Expansionist Stage)에서 보호주의적 단계(Protectionist Stage)로 변한다고 한다. 초선이나 재선
의원 등 선수가 낮은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며 따라서 지역구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공격적인
지역구 관리 스타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미 탄탄하게 다져놓았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지역구 활동을 기존에 형성된 지지세력
을 유지․보호하는 수준에서 최소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Parker 1980; Cain et al. 1987). 지역
구 관리 차원에서 소진해야 하는 시간과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내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선수가 높은 의원들일수록 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Davidson 1969; Hibbing 1991).
결국 미국 의회에 대한 분석은 의원들의 선수가 그들의 법안발의건수와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선수가 쌓일수록
의정경험과 입법관련 전문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나 지역구 관리가 보다 원활해진다는 점이 한국
의원들이라 해서 다를 것이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가 의원발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가설1: 의원들의 선수가 올라갈수록 의원들의 법안발의건수는 올라갈 것이다.

2) 성별
과거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남존여비적인 사고방식이 사회 각
부문에 퍼져 있었고 따라서 여성들은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그리고 독립적이기 보다는 종
속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차별은 정치권에도 존재하였다. 일
단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극히 적었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여성 의원들도 정치의 주변부에 머무르
는 존재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
회 각 부문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급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의 여성들
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적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시
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과거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변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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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목진휴․김희경 2000). 따라서 법안발의 건수의 측면에 있어서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
들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이 의원발의에 미
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가설로 표현될 수 있다.

가설2: 여성 의원들의 법안발의건수는 남성 의원들의 법안발의건수에 비해 적지 않을 것이다.

3) 연령
의원들의 나이는 의원발의 건수와 부(－)의 관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발의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행위이다(Schiller 1995). 특정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우선
관련단체나 지역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분석하여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의원들은 자
신들이 기초한 법안이 지역구민들이나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그리고 동료의원들로부터 어떠한 반
응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제안한 법안에 대한 여론
이 좋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적으로 결정하였다면 이제 의원들은 문서형식으로 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완성된 의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적어도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료 의원들
의 동의를 얻어내어 연서한 후 의장에게 제출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의행위는 많은 신체적 활동과 에너지 등 기본적인 체력을 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이가 많은 의원일수록 젊은 의원들에 비해 적극
적으로 법안발의를 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5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
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의원들일수록 젊은 의원들에 비해 그 활동력이 현저히 떨
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손병권 1998; 목진휴․김희경 2000). 연령과 의원발의에 대한 관계
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구체화 될 수 있다.

가설3: 의원들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발의법안건수는 줄어들 것이다.

4) 전직
법안발의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의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점들이 문제
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과 비전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원들에 비해 법
안발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의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이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직업을 지녔는지 알아보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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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법조계, 의료계, 학계, 또는
비즈니스계 등 전문직에 종사했다면 그 의원은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높은 전문성을 획득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별 다른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이 없이 정당 활동이나 학생운동, 시
민단체 활동 등 주로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의원들의 경우는 정치력 이외의 별
다른 전문영역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는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발의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영역에 국한되어 활동했던 의원들
은 다른 전문 직종에 종사하였던 의원들에 비해 법안을 발의할 역량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판단되며, 따라서 전직과 의원발의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설4: 전직이 정치권에 속했던 의원들은 다른 전직을 지녔던 의원들에 비해 법안발의건수가
떨어질 것이다.

2. 제도적 동인
정치제도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바
이다(Shepsle and Weingast 1981, 1987; March and Olson 1989; North 1990; Tsebelis 1990;
Peters 1999). 특히 제도는 제도 내의 행위자들의 선호를 결정하고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특정 정치적 결과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의원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동
인으로서 당내 리더십 포지션, 상임위원회 가입 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야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당내 리더십 포지션의 확보 여부가 의원발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자.

1) 당내 리더십 포지션
한국 의회정치에서 주요 당직을 점하고 있는 의원들은 입법활동과 같은 원내활동에 많은 시간
을 쏟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우선 여야 간의 총무회담이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의 회담
을 통해서 당․정간 정책조율이나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을 주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또한 총선이나 재보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원유세를 펼
침으로써 자당 소속 의원들이 보다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한편 이들은 당을 대
표하는 리더로서 당노선을 정비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소속 당원들의 협력과 단결을 이끌어 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 앞에 전체로서의 당이나 소속당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결국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원내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
자할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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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주요 당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발의건수가 적을 것이다.

2) 상임위원회 가입 수
한국 국회는 제6대 국회 이후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였다(최정원 2001).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였다는 말은 모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특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는 것으로 그 만큼 위원회가 입법과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관할구역을 보유하며 특정 분야에 관련된 법안만을 다루도록 되어있다. 이는 결국 의원
들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키워 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
우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성이 의원발의
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상임위원회의 가입 수는 의원발의와 다음의 관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6: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가입 수가 늘어날수록 발의건수는 늘어날 것이다.

3) 상임위원회 위원장
Sinclair(1989)는 제99대 미국의 의회를 연구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의원일
수록 다른 의원들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보다 쉽게 의회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의제통제(agenda control)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할 유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제통제 권한을 지
니고 있는 위원장들은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의제(policy agenda)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위원장이라는 제도적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의원들은 보
다 많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발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구체화 되어질 수 있다.

가설7: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발의건수가 높을 것이다.

4) 여야관계
서구 민주국가 의원들의 입법행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의원발의법안건수를 여야로 구분하
는 경우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신명순 1999;
조진만 2004, 200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발의에 대한 동기의 측면
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여당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할 유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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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다. 의원발의법안의 가결률이 낮고 정부발의법안의 가결률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
들은 직접 법안을 작성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선호와 비슷한 행정부 발의법안을 지원하는 차원에
서 자신들의 입법활동 수준을 조율하는,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유인이 높다. 비록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
이 가결될 확률이 낮다하더라도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발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여당에 속해 있
는지 야당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법안발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가설8: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에 비해 발의건수가 높을 것이다.

3. 지역적 동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원들은 특정 지역구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어지는 존재이다. 의원
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재선이라고 할 때(Mayhew 1974; Fenno 1978; Fiorina
1989), 지역구의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지역구의 정치적 특성이 어떠한 지는
이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의원들
의 법안발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동인으로 선거 경합도와 지역구의 도시화 정도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안발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1) 선거 경합도
최근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의 득표율의 차가 적을수록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Fiorina 1981, 1989; Cain et al.
1987; Park 1988; 윤종빈 1999). 의원들은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 다른 정치적 목적, 예를 들면 특정
정책의 실현이나 당내 리더십 포지션의 확보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의
원들에게 있어서 재선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목적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런데 최근 선거에서 상대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자신의 지역적 기반이 그
리 안정적이지 못하며 그 다음 선거에서는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후보와의 경합도가 매우 높았던 의원들은 지역구에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만들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 경합도는 의원들의 법안발의와 부(−)의 관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진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역점을 두어 활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법활동과 같은 원내활동의 절대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Fiorina(1989)가 지적했듯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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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재선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Fiorina에 의하면 입법활동은 지역구 내에
안티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그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각각의 법안 때문에 손해
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구 내에 그 의원에 대한 거대한 안티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재선이 목적인 의원들은 입법활동보다는 모든 지역구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지역구 선심사업 유치활동(pork barreling)이나 대민활동(casework) 등에 주력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선거 경합도와 법안발의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구체화될 수 있다.

가설9: 최근선거에서 경합도가 높게 나타난 의원들의 법안발의건수는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적을
것이다.

2) 지역구의 도시화 정도
Gray와 Lowery(1993)는 미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작은 주보다 큰 주에서 훨씬 다양한 성향의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최대한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인다.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는 경제규모가 큰 주를 대
변하는 의원들일수록 보다 많은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다른 의원
들에 비해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역
구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원들의 지역구가 어느 정도 도시화 되어
있는가는 이들의 지역구가 지닌 이해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도시
화 된 지역구는 그렇지 않은 지역구에 비해 보다 다양한 이해의 표출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도
시화된 지역구를 대변하는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발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도시화 정도와 법안발의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0: 의원들의 지역구의 도시화 정도가 클수록 법안발의는 많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법안발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을 크게 개인적, 제도적, 지역적 동인
의 차원에서 논하였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
적인 통계방법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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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事件計數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
사건계수 분석기법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또는 특정 지역, 개인에게 발생한 사건의 횟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어진다(King 1988, 1998; 주미영․이상환 1995; 엄기홍 2006).
King(1988)에 의하면 종속변수가 사건의 발생횟수로 측정되어졌을 때 일반회귀분석 모델을 적용
하기 어렵다고 한다.2) 그 이유는 우선 회귀분석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선형(linear)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형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독립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종속변수
의 예측값이 0 이하의 값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은 0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선형관계를 전제로 하는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선형관계
를 전제로 했을 때 독립변수의 값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독립변수의 1단위 증가는 종속변수에 있
어서 동일한 크기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건발생 횟수를 종속변수로 사용
하는 경우 그러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이미 많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건의 발생횟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선형적 관계
가 아니라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건발생 횟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 회귀
분석을 적용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로 표준편차나 검증 통계치(test statistics)가 매우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회귀계수가 편향될 수 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사건발생 횟수인 경우 그러한 종속변수의 데이터 형성과정(data
generating process)을 고려한 사건계수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발생한 사건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사건계수 분석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주미영․이상환 1995; Long 1997; 엄기홍 2006). 이미 발
생한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파(contagion)라고 부른다. 만약
사건 간에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 간의 독립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포아송 모델(Poisson
Regression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파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교란요인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음이항모델(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
파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잔차의 과분포(overdispersion) 계수와 이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
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3) 과분포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것은 종속변수 상에 전
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4월 5일 동안
2) 사건발생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모델이 지니는 문제들에 대한 다음의 내용은 King(1988) 논문
pp. 845-846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3) 과분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엄기홍(200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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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들4)이 제출한 대표발의법안건수5)이다. 최정원(2004)은 “발의의원이 다수인 경우 법안
의 실질적 형성과정은 발의의원 다수의 협의과정을 통하기 보다는 대표발의의원 1인이 주로 담
당”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발의행위라 규정짓
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동발의법안은 제외 하고 의원들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의 건수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대표발의법안건수의 과분포 계수는 0.307(표준오차
0.041)로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따라서 대표발의법안건수에 대한 적합한 사
건계수 분석기법으로 음이항모델을 선택하였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Exp ( − λ i ) λ i
Pr( y i ) =
yi !

yi

종속변수는 y는 음이항분포를 따르며 의원들의 대표발의건수를 의미한다. 대표발의건수 비율인

λi는 (βxi + εi)의 지수함수이다. x는 독립변수로서 10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독립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졌다. 선수는 개별의원들의 당선 횟수로, 성별은 여성의원인 경우
1로 남성의원인 경우 0으로, 연령은 의원들의 나이로, 전직은 의원들의 전직이 정치권6)에 속해 있
으면 1로 아니면 0으로 측정되었다.
제도적 동인에 속한 당내 리더십 포지션 변수는 의원들이 연구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당직을 보
유하고 있으면 1로 아니면 0으로 측정하였다: 당의장, 대표최고의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
장, 최고의원, 사무총장, 대변인. 상임위원회 가입 수 변수는 의원들이 가입한 상임위원회의 수로,7)
상임위원회 위원장 변수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로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들의 수는 225명 이었다. 행정부로 발탁된 의원들이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연구기간 중에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 그리고 김원기 국회의장이 분석에서 제외된 까
닭이다.
5) 대표발의법안건수 데이터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국회” 웹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1.org)
에서 찾았다. 2006년 4월 5일은 이 연구를 위해 웹사이트에서 대표발의법안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
던 당시, 참여연대가 의원발의건수에 대한 최근의 업데이트를 수행한 날짜이다.
6) 어떠한 전직이 정치영역에 속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열
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원들의 주요전직/경력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원들의 경력을 관
계,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재계, 학계, 의료계, 정치계 등 9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
분 작업은 본 연구자와 두 명의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세 명이 각각
수행한 전직 구분을 함께 비교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전직 리스트를 마련하였다. 정치영역에 속하는
전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전대협과 같은 학생운동권, NGO, 보좌관 등이 포함된다.
7) 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 가입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
(일반 또는 상설)의 회의개최일수를 보면 5일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최정원 2005). 이런 특별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에 가입
한 사실이 의원발의건수와 연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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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여부는 의원이 여당(열린우리당)에 속한 경우는 1로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지역적 동인으로서 선거 경합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해졌다: 17대 총선의 선거 경합도 =
(차점자 득표율/당선자 득표율) X 100. 이는 당선자의 득표율을 100으로 볼 때 차점자의 득표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값이 100에 다가갈수록 경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나타낸다. 지역
구의 도시화 정도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군, 읍, 면에 속하는 경우 1로, 시에 속하는 경우 2로, 그리
고 광역시나 특별시에 속하는 경우는 3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음이항모델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

Ⅳ. 분석결과
의원들의 대표발의법안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 결과는 <표 1>에 정
리되어 있다. 개인적 동인에 속한 변수들 중 성별을 제외한 선수, 연령, 전직은 다른 변수들의 영
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의원발의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의원발의건수의 측면에서 여성 의원
들과 남성 의원들 사이에 차이가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적어도 발의건수의 측면에선 여성
의원들이 남성 의원들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훨
씬 능동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2는 경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대표발의법안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변수

회귀계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선수

***

-0.345 (0.062)

-8.179(1￫5)

성별

0.293(0.213)

연령

-0.015 (0.007)

**

-4.117(35￫75)

***

-2.174(0￫1)

전직

-0.268 (0.097)

리더십 포지션

-0.187(0.147)

상임위 가입 수

0.318 (0.115)

상임위원장
여야여부

-0.173 (0.098)

선거 경합도

0.001(0.002)

***

7.138(1￫3)

0.343 (0.195)

*

3.367(0￫1)

*

-1.463(0￫1)

도시화 정도
-0.032(0.068)
N
225
Log Likelihood
-677.359
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가리킨다.
2. 이 표에서 한계효과의 값은 독립변수가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변할 때 발의법안건수의 증감치를 의미한다.
3. * p<.10, ** p<.05, *** p<0.01.

320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연령변수는 95% 신뢰수준에서 의원발의건수와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이항모델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그 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통해서 구해지는데, 연령이 35세에서 75세로 올라갈 경우 의원발의건수가 4개정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직이 정치권에 속한 의
원들인 경우 다른 전직을 가진 의원들보다 의원발의건수가 적다라는 가설4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99% 신뢰수준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전직이 정치권에 속한 의원들
은 다른 전직을 보유한 의원들에 비해 의원발의를 평균적으로 2개 정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수변수이다. 가설1에서 의원들의 선수는 그들의 발의건수와 양의관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사건계수 분석 결과 선수는 의원발의건수와 99% 신뢰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선수가 초선에서 5
선으로 올라가는 경우 발의건수는 평균적으로 무려 8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안발의와 같은 원
내활동보다는 당 차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변수의 회귀계수는 이러한 당내 리더십 포지션의 영향을 감안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다. 즉 당내 리더십 포지션이 지닐지도 모르는 영향은 모델 속에 포함된 리더십 포지션 변
수에 의해 통제되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위의 결과는 당직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수가
올라갈수록 발의법안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하며, 따라서 첫 번째 설명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설명으로 한국 국회만의 독특한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국회에
갓 진출한 의원들에게는 입법활동을 권유하고 경력이 높은 의원들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당내 또
는 여․야간 입장조율 등과 같은 중개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관행이 한국 국회에 자리 잡고 있
다면 선수는 발의건수와 역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가능한 설명으로 의원들이 선수
가 올라갈수록 보다 현실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원들의 발의결정여부는 발
의를 통한 보상의 존재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갈등과 타협이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정
치세계에서 의원들은 발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며, 이러한 좌절감은 궁극적으로 발의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 발의건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Frantzich 1979). 마지막으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오히려 발의건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발의법안의 가결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경험이 많
은 의원들은 아무 법안이나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소수
의 법안만을 발의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선수가 쌓일수록 발의건수는 떨어지는 현
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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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가지 설명은 어디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며 이 4가지 설명 이외에도 또
다른 설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왜 선수가 의원발의와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도적 동인에 포함된 네 가지 변수들 중 리더십 포지션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의원발의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통계분석결과는
의원들의 상임위 가입수가 늘어날수록 의원발의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
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의원들의 상임위 가입 수가 1개에서 3개로 증가할수록 의
원발의건수는 99% 신뢰수준에서 평균적으로 7개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6
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
들보다 발의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7은 90% 신뢰수준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다른 변
수들의 영향을 상수로 두었을 때 상임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3개정도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소속의원일수록 법안발의에 더 열중할 것이라는 가설8 역
시 90% 신뢰수준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분석결과는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다른 변수들의 영
향을 통제했을 때 야당 소속 의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개정도 법안발의를 덜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리더십 포지션은 의원발의건수와 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관계가 통
계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서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제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중공선성이 지니는 위험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들이 한 모
델 안에 포함된 경우 이 변수들의 표준오차가 증가하고 t 검증치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통계적으
로 무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데 놓여있다. 리더십 포지션 변수는 선수변수 또는 연령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더십 포지션 변수가 통계적으로 무
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리더십 포지션 변수와 선수, 연령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각각 0.328과 0.177로 나타났다(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이는 다중공
선성의 존재를 걱정할 만큼 높은 수치가 아니라 할 수 있다(Berry and Feldman 1985). 따라서 통
계적으로 무의미한 리더십 포지션 변수의 회귀계수는 말 그대로 리더십 포지션이 의원발의건수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지역적 동인에 포함된 변수인 선거 경합도와 도시화 정도 변수는 의원발의건수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관한 기존연구에 의하면 의원들의 상임
위원회 활동(손병권 1998; 목진휴․김희경 2000)이나 법안표결(이현우 2005)에 있어서 지역적 상
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의원발의결정에 있어서
의원들의 지역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또는 얼마나 다원적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해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상으로
심층적 인터뷰를 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이 법안의 발의여부가 다음 선거에 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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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김장수 2006). 그렇다면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정치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가설9와 가설10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8)

V. 결 론
이 연구는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의원발의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으로서 개인적, 제도적, 지
역적 동인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의원들이 발의 여부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개별적 특성과 이들이 처해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선수, 연령, 전직의 종류 등과 같은 개인적 속성의 차이가,
그리고 상임위원회 가입 수나 상임위원장 여부, 여야여부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의 차이가 의원들
의 발의건수의 차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 동
인은 의원발의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다선의원들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윤종빈(1999)의 한국 국회
의원의 지역구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선의원들은 신진의원들보다 지역구 활동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선의원들이 원내활동이라도 열심히 하는가? 손병권(1998)과
목진휴․김희경(2000)의 연구결과는 의원들의 선수가 올라갈수록 상임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낮아
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다선의원들은 법안발의활동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다선의원들은 지
역구 활동이나 입법활동 모두에 있어서 매우 불성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다
선의원들은 입법활동에 있어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법안만을 발의한다는 입법효율성과
연계된 가설이 타당하다면, 혹은 다선의원들은 국회 관행상 입법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중개인
(power broker)의 역할에 역점을 둔다는 가설이 성립된다면, 다선의원들의 존재가치는 어느 정도
입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다선의
원들의 전반적인 대의활동은 선수가 낮은 의원들에 비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

8) 이 연구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이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지역적 동인에 관련된 변
수들을 모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가 지역대표보
다 의원발의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비례대표는 특정한
직능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정책적 전문성을 지닐 수 있다. 둘째, 비례대
표는 지역대표와는 달리 지역구 운영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목진휴․김희경 2000).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17대 국회의원들의 발의건수를 비례대표와 지역대표로 구분하여 독립
표본 t검증을 해보았다. 분석결과는 99% 신뢰수준에서 비례대표가 지역대표보다 법안발의를 약 5개 정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4.867, t score=2.698, p=0.009).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323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의 도입을 진지하
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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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Makes Legislators Introduce Bills?

Choi, Jun Young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leading lawmakers to introduce bills,
create hypotheses for each factor, and test them empirically. The factors having impacts on bill
introduction by individual legislator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ersonal, institutional,
and constituent factors. The personal factor includes variables such as seniority, gender, age,
and former occupation. Leadership position in a party, the number of committees a legislator
works for, committee chairperson, and members of ruling (or opposition) party are the variables
constituting the institutional factor. Electoral competitiveness and the level of urbanization in
legislators' district are used as variables for the constituent factor. Relying upon Event Count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whether these variables have an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total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individual lawmakers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 legislators's decision
to introduce bills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pers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But the
constituent factor turns out to have insignificant impacts on the decision.
Key Words: the National Assembly, bill introduction, total number of bills introduced,
seniority, Event Count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