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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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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ne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y applying the WORDFISH algorithm of 

automated text analysis to estimate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members of Korea’s 

political eli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generally undergoes 

changes in ideological orientation around the time of a major administrative change,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preceding a change up to the time of its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where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occur simultaneously based on parties, changes in that of the political 

elite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end to occur in response to a certain transitional point in time or a change in 

the ruling government. What is especially noteworthy in term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ve Judiciary Committee is that the microscopic effect tends to disappear when the macroscopic effect 

occurs and, conversely, that the microscopic effect emerges once the macroscopic effect has disappeared. In other 

words,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appear to indicate the effect of a particular 

legislato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en no effect is observed during a given term or year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as they revealed the effect of a given time itself when no effects related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legislator are dis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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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다루어지는데, 전통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장은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배정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국회의 이념성향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들은 경험적 연구에서 변주되며 사용되어 왔는데, 주
로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개인의 이념성향을 조사·비
교하여 각각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거나, 정당이 생
산한 자료에 대해 전문가 설문 및 유권자 설문 방식으
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의 입장을 유추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 단계에서는 
핸드 코딩(Hand Coding), 컴퓨터 코딩(Computer 
Coding)의 분석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국회에
서의 입법 논쟁, 미디어에 보도된 정치인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이념성향을 분석하여 추론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화된(Automated) 텍스트 분

석을 통해 대량의 회의록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은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 WORDFISH 

알고리즘으로 시행한다. WORDFISH는 텍스트 스

케일링(Scaling) 방법 중 하나로, 텍스트가 가지는 

정치적 입장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Slapin & Proksch, 2008). 이 기법은 정치적 논쟁

이 포함된 내용의 문서가 가지는 입장을 추정함으로

써 대량의 텍스트 자료를 분류해 잠재적 의미를 도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의 이념성향을 연속

선 차원에서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정치엘리트

가 생산한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상대적 빈도를 

통해 이념적 입장 차이를 식별하는 양적 내용분석 방

법이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국회의 특성을 정당의 집

단적 이념성향으로 설명하거나, 정책 이슈에 대해 정

당별 이념의 상대적인 차이가 투표로 이어지는 이념의 

역할에 집중한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이념성

향 변화의 통시적 추세를 관찰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는 드문 편이라는 것에 착안하였다. 또한, 이념성향 변

화를 추동하는 시기적 요인과 국회의원 개인적 특성

의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거시적으로는 법제사법

Ⅰ. 서론

한국정치과정 연구에서 이념성향의 문제는 그 속

성과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정치엘리

트의 이념성향 문제는 한국 국회 공간을 대상으로 이

념적 차원의 대립과 정치적 갈등, 정책 이슈와의 관

련성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주로 국회 대수별로 

특정 시기의 국회의원 이념성향을 파악하거나 이슈

별 이념성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을 조사하고, 정

당별로 이념적 차이를 설명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Ka, 2007, 2009; Lee, 2011; Lee, 2005; Moon, 

2016; Park, 2008). 한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 유

사하게 한국의 정당 간 정치적 선호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받으며(Lee, 2015), 국회 내 주요 법안

들의 처리 과정에서 표출되는 대립과 정당 소속 의원

들 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폭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분석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두고 정당 간 경쟁과 대립, 합의를 이루는 공

간으로, 의안을 상의하는 정치엘리트에 의해 입법과

정 전반이 주도되기 때문에 정당 및 개별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을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연구는 국

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활용한

다.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는 정치적 

사안을 포괄하는 문서로서,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논쟁 

행위에 대한 축적된 기록이며 정치엘리트의 정책 관련 

의사발언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해석 할 수 있는 유용

한 자료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 마지

막 단계로서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위와 

권한이 부가된다(Ka, 2007).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

계에서의 토론은 정치적 측면에서 정당들이 자신의 입

장에 부합하는 법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 간 입장이 

대립되는 쟁점법안 혹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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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성향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들의 당파성과 소속감은 

상대 정당과 비교되며 강화된다(Fleisher & Bond, 

2000). 의회에 새로 입성하는, 강한 당파성을 지닌 초

선의원들에 의한 교체(Replacement)와 선수가 높아

질수록 강경한 정치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기존 의원들

의 적응(Adaptation)의 과정으로 양극화를 설명할 수 

있다(Theriault, 2006). 정치엘리트는 지지기반의 요

구에 반응하는 극화된 정책적 입장을 취하게 되고 지

지기반의 반응과 찬동이 가치정향의 차별성에 근거하

여 이뤄질 수 있다. 정당 간의 선명한 이념성향의 구

분은 정당 지지자에게는 기존의 이념과 정책적 선호도

를 강화시키도록 하고, 중도 성향 지지자에게는 명료

한 선택을 가능하게 돕는다(Brooks & Geer, 2008: 

Lee, 2015 재인용).

한국 국회의 이념성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까? 한국 역시 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이념적 간극이 
커지는 방향에서 이념성향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주
장이 있다. Ka(2014)는 국회의원의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원들 뿐 아니라 기존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이
념과 조응하는 방향에서 결합이 이루어져 극단화된 
방향에서 양극화가 추동된다고 설명한다. Lee and 
Lee(2015)는 국회의원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기명투표로 살펴본 결과 정당 내 이념적 
응집성이 강화된 변화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슈 차
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Kang(2012)은 한국 사회에
서 대북, 대외 관계나 사회 이념처럼 전통적으로 이념
적 갈등의 영역에 있었던 정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 이념에 대해서도 정당별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정치인의 이념적 거리감은 과거에 비해 커
졌다고 설명하였다. 제20대 국회의 이념성향에 집중
한 Park,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보
수·진보 그룹은 대북, 대외 관계, 사회, 경제 정책 쟁
점을 포괄하여 이념 경쟁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
였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정당들의 이념적 거리가 멀어지

고 있다는 학자들의 분석은 대략의 합의를 이루는 듯

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를 국회 대수

별로 살펴보고, 연도별 변화가 포착되는지 관찰하고

자 한다. 미시적으로는,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이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

성은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이나 선수와 같은 의정활동 

경험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한국 국회 이념성

향의 변화가 무엇에 의해 추동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고 판단한다.

Ⅱ. 기존연구논의

1.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연구

미국의 경우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은 의회 기록 

표결을 통해 나타나는데, 보수와 진보 차원에서 이념

적으로 일관된 투표 패턴이 관찰되기도 한다(Pool, 

2009; Poole & Rosenthal, 1997). 정당 별로 추진

하는 안건에 대해 상대방 정당 의원이 지지하는 경우

가 적고, 소속 정당을 이반하여 투표하는 경우는 점

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이념에 따른 투표 경향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의 양극

화 현상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의회 내부에서 양당의 정당지도부들은 의사결정 과

정에서 당파적 성향에 따라 의제를 통제하며 강한 영

향력을 발휘한다(Abramowitz & Kyle, 1998). 정

당 지도부의 권한은 개별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여 정당 내부의 결집도를 상승시키도록 한다. 정

당 지도부에 위임된 의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제도 변

화 구조는 정당의 의회 내 영향력을 강조하는 연구

들에서 설명 변수로 논의되었다(Aldrich & Rohde, 

2000). 

정당 간 양극화는 정당 리더들의 이념성향과 부합하

는 신진 의원들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추동될 수 있다

(Fleisher & Bond, 2004; Owens, 1997). 정치엘리

트는 정당의 주요 정강과 이념, 정책방향과 비슷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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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전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당, 유권자, 

정치지도자 관련 언어 등의 리스트를 구성하여 정치

인들이 사용한 단어를 장르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런데 하트의 레토릭 분석 결과 정치인들이 중간적인 

유권자들 대상으로 언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정

치적인 요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정치 너머”

에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Hart, et 

al., 2013: Lee, 2015 재인용). 정치엘리트의 언어

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입장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핸드 코딩 방식으로, CMP(Comparative Manifestos 

Project)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이슈 범위를 미

리 상정하고, 분야를 세분화 한 뒤, 정치적 입장을 구

체화 시켜 이념성향을 도출한다. 연구자가 텍스트로

부터 좌우 차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유사 문장을 측정

하는 방식으로 이념성향을 판단하는데, 새롭게 발생

하는 이슈를 기존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와 같이 코

딩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반복 측정 시 비

용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Budge & Laver, 2016; 

Klingemann. 2006; Slapin & Proksch, 2008, 

706).

컴퓨터 언어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텍

스트를 분석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Baek, et 

al.(2014)의 연구가 있다. 이는 위키리스크에 공개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의

미를 도출해 낸 연구로, 외교 전문들에서 한국 내 정

세, 북한관련, 주한미군, 남북경협, 해외파병, 동북아

문제, 한미통상의 주제들을 LDA, 주성분 분석으로 살

펴보고, LIWC 분석을 통해 감정적 표현 변화를 파악

하였다. 

이 외에도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

구로는 Park, et al.(2015)의 연구에서 1946년부터 

2015년까지의 북한 신년사를 전수 분석하였는데 워

드 임베딩(Word Embedding), 문서간의 상관성 및 

클러스터링 분석, LDA 분석을 활용한 거시적 분석과, 

하다. 정책이슈나 쟁점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 정

치엘리트가 소속 정당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면 한국 국회의 양극화 현상은 미국 의회에서 드러나

는 양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공화

당과 민주당의 양당 간 이념성향의 격차가 매 의회마

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념성향의 극단화 수준도 동

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 국회의 이념성향의 경

우는 동시적 변화보다는 특정 정당의 이념성향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Ka, 2014). 

예를 들어,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보수화는 제17대 국회의 진보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제19대 국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보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Ka, 2014).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에 나타난 이념성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통시적

으로 관찰하는 것에 주목하여, 국회 이념성향의 시기

별 특징, 이념성향을 설명하는 국회의원의 특성 등을 

측정함으로써 이념성향 변화의 양상을 분석한다.

2. 이념성향 측정방법의 문제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해 텍스트를 분석한 연

구들이 제시하는 실증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술적으

로 발전된 분석 프로그램이 적용되면서 정교한 분석과 

질적인 해석이 결합된다. LIWC(Linguistic Inquiry 

& Word Count)는 텍스트에서 감정적, 인지적 구

조와 구성 요소를 제시하는데 적합하게 설계된 텍스

트 분석 소프트웨어이다(Hutto & Gilbert, 2014, 

217). LIWC는 주로 언어가 가지는 심리학적 특징, 특

히 발화자의 감성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

다(Pennebaker & Lay, 2002; Pennebaker, et al., 

2004; Tumasjan, et al., 2010).

정치적 문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정치엘

리트 연설의 수사적 내용을 컴퓨터 내용분석 프로그

램 DICTION으로 분석한 하트(Hart, 2002)의 연구

가 있다. DICTION의 경우, 연구자들이 분석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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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지도 방법의 방법을 사용할 때 추정력이 높다고 

여겨진다(Hjorth, et al., 2015).

이 연구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가 현 시점에서 정치엘리트의 실제 이념성향을 추론하

기 적합한 텍스트 자료로, 정치엘리트의 정책결정 과

정에서의 선호도를 비교적 오랜 기간 추적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발화자로서 정치엘리

트가 생산한 텍스트가 실제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언어는 행위자의 의사를 표출하는 도구이

고, 그 중에서도 단어는 행위자의 내면이 반영되는 진

술의 단위라고 가정하고 있다.

Ⅲ.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을 분석 대상으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계량적으

로 분석하는 비지도 모델 WORDFISH를 활용한다. 

이념성향의 차원은 일반적으로 좌우 단일의 차원을 

사용할 것이다(Gabel & Huber, 2000; Hix & Jun, 

2009). WORDFISH의 차원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

해 각 차원의 내용과 맥락은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다

르다(Poole, 2009). NOMINATE 표결분석에서는 다

차원적 공간에서 의원들의 최적점을 도출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1차원에서 축이 가지는 설명력을 높다고 

간주하고(Lee & Lee, 2015; Jang, et al., 2012),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이념성향의 차원에서 개

별 문서 입장을 위치시킴으로서 차별성을 식별하는 스

케일링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회의록 자료 분석은 양적 텍스트 분석의 절차와 기

준에 따른다. 분석 대상 문서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록 자료인 점에서 특성상 한자를 포함한 경우가 많아 

전처리 단계에서 이를 우선 제거하였다.2) 각 문서에서 

감성분석, 단어위치분석으로 시행된 미시적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북한 텍스트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구체적

으로 고안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한글로 

된 텍스트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치적 문서로부터 정치적 입장을 발췌하는 주요

한 방법으로 자동화된 내용 분석의 다양한 버전들

을 활용할 수 있다. 정치적 공간에서 행위자(Actor)

를 위치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연구들은 스케일링

이라는 연구방법론에 중요한 기술적 기여를 제공하

였다(Lowe, 2008; Lowe, et al., 2011). 스케일링 

방법의 핵심적인 가정은 행위자들의 이념적인 경도

(傾倒)가 그들이 텍스트 안에서 논쟁하는 것을 결정

한다는 것이다. 발언이 이념적 지배성(Ideological  

Dominance)을 따른다고 본다(Beauchamp, 

2011). 자동화된 내용 분석 기법들 중 이러한 관점

에 기반 한 방법으로 WORDFISH가 있다(Slapin & 

Proksch, 2008).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텍스트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분석 결과에 초점을 맞춘 비지도

(Unsupervised) 방식의 WORDFISH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 데이터가 가지는 이념성향을 연속

선 차원에서 추정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으로, 분석 단

계는 분석 대상 텍스트가 입력되면 문서가 가지는 단

어들의 묶음 단위인 말뭉치(Corpus)를 분류 코딩하

는 방식으로 시행된다(Slapin & Proksch, 2008). 분

석결과 문서들이 스케일링 차원에 배정되는데, 이념

성향 점수가 추정될 때, 분석된 문서의 맥락을 해석하

는 연구자의 지식과 정치적 의미에 따라 설명이 필요

하다. 자동화된 컴퓨터 내용분석 방식은 재현가능성 

(Replicability)에서 장점을 가지며, 짧은 시간동안 대

량의 텍스트 문서를 의미론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될 수 있다.1) 또한, 회의록 자료는 문서 길

이가 길고 사용 어휘들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어

1)   자동화된 분석 방법은 데이터 수집의 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모집단에 가까운 범위의 데이터를 전수조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텍스트 유형의 자료를 컴퓨터 언어 분석 방법을 통해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어휘를 구분, 분류하거나 성향, 강도, 극단성 등의 
입장을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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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시기

적 변화를 관찰한 후, 시기적 변화를 통제하고 국회의

원 개인의 특성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법제사

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각각 주요 정당의 의원들로 

구분하여 보수 및 진보적 이념성향으로 판단한다.7) 또

한, 국회의원들의 선수를 초선의원과 재선 이상의 의

원들로 나눠 구분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제16대 국회 시기부터 제19대 국

회 시기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명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이념성향과 국회

의원 개인 특성의 영향 효과를 설명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대수별 국회 전반기 및 후반기 시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정당, 선수를 확인하여 

분석 과정에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이념성향의 거시적 흐름 : 대수별, 연도별 비교

<표 2>는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제16

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 기간 동안 개최된 법제사

법위원회 회의록 문서의 이념성향을 추정한 기술통

숫자, 구두점,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불용어를 제거하

는 식의 단계별 절차가 수행된다. 불용어는 분석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식별력이 낮은 단어들을 선정하였다.3) 전체 분석 대상 

문서에서 명사 형태소를 추출하였는데, 한국어 문장

에서 명사는 문서의 내용과 의미를 주도하고 대표한

다고 판단하였다.4) R 통계 프로그램 상의 한국어 분석 

패키지(KoNLP)를 활용해 텍스트의 분류를 시행하였

고,5) KoNLP의 기초 형태소 사전으로 NIADic을 추

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제16대 국회부터 제

19대 국회까지의 기간 동안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문서들 전부(n=727)를 수집한 것을 사용하였

다.6)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념성향을 거시적 흐름

에서 살펴보기 위해 국회 대수별로 비교한다. 국회 대

수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념성향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회 대수 내

부의 이념성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로 비교한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념성향이 시기별로 차이를 보

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법제사법위

원회의 이념성향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회의

원 개인의 특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및 선수와 같은 의정활동 경험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념성향을 추동하는데 효과를 

2)  분석에서 제거된 한자 단어는 국회의원의 이름, 회의에서 언급된 인물의 이름 및 “위원장”, “위원” 등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한국어의 경우 문장에서 
단어들이 분리, 분류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오류들을 사전에 정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텍스트 분석의 일반적 전처리 과정에 속한다. 

3)  불용어 단어는 “가결”, “간부”, “감사”, “개의”, “계속”, “국회사무처”, “국회”, “마이크”, “발언시간”,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보고”, “보고사항”, “산회”, “상정”, “선포”, “성원”, “소관”, “속개”, “수석전문위원”, “안건”, “업무현황보고”, “영광”, “위원”, “위원님”, “의사일정”, “의석”, 
“이의”, “인사말씀”, “일시”, “일동”, “박수”, “임시회”, “있음”, “장소”, “정돈”, “정회”, “전문위원”, “존경”, “참고인”, “참조”, “출석”, “출신”, “페이지”, 
“폐회중”, “회부”이다.

4)  이 연구에서는 문장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명사 개념어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한국어 텍스트 자료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및 접속사 등의 형태소가 미묘한 뉘앙스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확장된 내용어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이미 1995년부터 KTS, 한나눔 등 형태소 분석기 중심으로 개발되어 연구에 사용되었다(Park & 
Cho, 2014). 그 중에서도 R에서 제공하는 ‘KoNLP 패키지’를 사용해 한글의 형태소 단위를 인식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6)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문서에 대한 회차 정보는 제16대(제212회~245회), 제17대(제248회~제273회), 제18대(제278회~제307회), 
제19대(제309회~제342호)이다. 분석 단위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개별 문서의 전문을 분석 단위로 한다.

7)  한국의 경우, 제16대 국회 시기 이후부터 정당의 생성과 소멸이 지속해서 이뤄져 왔음에도 크게 한나라당 및 민주당 이 두 주요 정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판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양당체계의 정당 구분을 설정하였다. 제16대 국회 시기 이후부터 
명칭의 변화를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제16대부터 제18대 시기까지 한나라당, 제19대 시기 새누리당, 민주당의 경우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8대 민주당, 제19대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의 명칭 변화가 있었다. 창당과 탈당이 반복되며 정치엘리트의 이동이 있었으나 이 
두 주요 정당이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을 대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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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 및 선수(제16대~제19대 국회)8)

<Table 1> Affiliated party and seniority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served 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rom the 16th to 19th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First half of the 16th 
National Assembly 

(212th~ 230th Plenary 
Session)

Second half of the 16th 
National Assembly 

(231th~ 246th Plenary 
Session)

National 
Assembly

First half of the 
17thNational Assembly 
(247th~ 259th Plenary 

Session)

Second half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260th~ 274th Plenary 
Session)

Term June 5, 2000 ~ May 2, 2002 July 5, 2002 ~ March 2, 2004 Term July 5, 2004 ~ May 2, 2006 June 19, 2006 ~ May 24, 2008

Chairperson Park Heongi(GNP)(3) Ham Seokjae(GNP)(3) Chairperson Choe Yeonhui(GNP)(3) Ahn Sangsu(GNP)(3)

Grand 
National Party

Choe Yeonhui(2)
Kim Museong(2)
Kim Yonggyun(1)
Yun Gyeongsik(1)

Choi Byeongguk(1)

Kim Yonggyun(1)
Kim Gichun(2)

Shim Gyucheol(1)
Eom Hoseong(1)
Won Huiryong(1)

Choi Byeongguk(1)
Choi Yeonhui(2)

Grand 
National Party

Jang Yunseok(1)
Kim Seongjo(2)

Kim Jaegyeong(1)
Ju Seongyeong(1)

Ju Hoyeong(1)

Kim Myeongju(1)
Na Gyeongwon(1)
Park Sehwan(1)

Ju Seongyeong(1)
Choi Byeongguk(2)

Millennium 
Democratic 

Party

Ham Seunghui(1)
Song Yeonggil(1)
Lee Wonseong(1)
Lee Jonggeol(1)
Jang Jaesik(3)

Cho Sunhyeong(5)
Chun Jeongbae(2)

Lee Sangsu(3)
Lee Jonggeol(1)
Cho Baesuk(1)

Cho Sunhyeong(5)
Choi Yonggyu(1)
Ham Seunghui(1)

Open Our 
Party 

Choi Yonggyu(2)
Lee Wonyeong(1)
Lee Eunyeong(1)
Yang Seungjo(1)
Woo Yungeun(1)
Jung Seongho(1)

Cheon Jeongbae(3)
Choi Jaecheon(1)

Kim Dongcheol(1)
Moon Byeongho(1)

Seon Byeongryeol(1)
Lee Sanggyeong(1)

Lee Sangmin(1)
Lee Yonghui(4)
Lee Jonggeol(2)
Lim Jongin(1)

Non-parliamentary 
groups Kim Hakwon(2) Kim Hakwon(2) Non-parliamentary 

groups Noh Hoechan(1) Noh Hoechan(1)
Park Seongbeom(2)

National 
Assembly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275th~ 290th Plenary 
Session)

Second half of the 
18thNational Assembly 
(291st~ 307th Plenary 

Session)

National 
Assembly

First half of the 
19thNational Assembly 
(309th~ 324th Plenary 

Session)

Second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326th~ 342nd Plenary 
Session)

Term September 1, 2008 ~ April 30, 
2010 June 1, 2010 ~ May 2, 2012 Term July 6, 2012 ~ May 18,2014 June 18, 2014 ~ May 20, 2015 

Chairperson Yoo Seonho(DPK)(3) Woo Gyungeun(DPK)(2) Chairperson Park Yeongseon(DPK)(3) Lee Sangmin(DPK)(3)

Grand 
National Party

Park Minsik(1)
Son Beomgyu(1)
Lee Juyeong(3)

Lee Hanseong(1)
Chang Yunseok(2)
Ju Gwangdeok(1)
Ju Seongyeong(2)

Choi Byeongguk(3)
Hong Ilpyo(1)

Kim Museong(4)
Park Junseon(1)

Lee Dua(1)
Lee Eunjae(1)

Lee Jeonghyeon(1)
Lee Juyeong(3)

Jeong Gapyun(3)
Jung Jinseok(3)

Ju Seongyeong(2)

Saenuri Party

Kwon Seongdong(2)
Lee Juyeong(4)
Jung Gapyun(4)
Kim Hakyong(2)
Noh Cheolrae(1)
Kim Doeup(1)
Kim Jintae(1)

Kim Hoeseon(1)

Lee Byeongseok(4)
Jeong Gapyun(4)
Noh Cheolrae(2)
Park Minsik(2)

Lee Hanseong(2)
Kim Doeup(1) 
Kim Jintae(1)
Hong Ilpyo(2)

Democratic 
Party

Park Yeongseon(2)
Park Jiwon(2)

Woo Yungeun(2)
Lee Chunseok(1)

Park Yeongseon(2)
Park Eunsu(1)
Park Jiwon(2)

Lee Chunseok(1)

Democratic 
United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Lee Chunseok(2)
Park Jiwon(3)

Park Beomgye(1)
Suh Yeonggyo(1)
Jeon Haecheol(1)
Choi Wonsik(1)

Park Jiwon(3) 
Woo Yungeun(3) 
Lee Chunseok(2) 
Seo Yeonggyo(1)
Lim Naehyeon(1)

Parliamentary 
groups Cho Sunhyeong(7)

Unified 
Progressive 

Party /Justice 
Party

Seo Giho(1) Seo Giho(1)

Non-parliamentary 
groups Noh Cheolrae(1) Lee Yonghui(5)

Noh Cheolrae(1)

8) 괄호 안의 수치는 선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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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당)이 여당,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이 제1야당인 여대

야소의 정치 상황이었다. 이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위

원장은 각각 야당 소속 의원이 맡았는데, 제17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수적 이념성향이 

관찰되었고, 제19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록에서 진보적 이념성향이 나타난 것을 통해 법제사법

위원회가 야당의 이념성향과 대응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
의 전반적인 입법 활동이 전개되는 곳이다. 국회 상임
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예·결산에 대한 심사, 
법안 심의를 통한 정책의사결정의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요하다(Ka, 2007). 법제사법위원회는 특히 다른 모
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률안 및 국회 규칙안 등
에 대해 체계, 형식, 자구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야당의 경우 행정부 및 여당 주도의 입법
활동에 대한 견제와 대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이념성향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Ka, 2009). 

또한, 제17대 국회 시기와 제19대 국회 시기는 각

각 여야 간 정권 교체 시기의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는 면에서 특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정권의 교체기

계분석 결과값( )이다.9) 국회 대수별 이념성향의 추

정값을 보면 제16대와 제18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

회 회의록의 값은 0의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

이 나타나(각각; M SD; M   

M ) 전반적으로 중도적인 이념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7대는 상대적으로 보수

적인 이념성향을(M SD) 보이는 반면, 

19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105 SD1.076).

또한, 국회의 대수별 이념성향 평균점수에 대한 집

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7대와 제19대 국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이념성향 점

수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045). 제17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념성향이, 제19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상대적으로 진

보적 이념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제16대와 

제18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는 특정한 

이념성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17대 국회 시기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여당이고 한나라당이 제1야당인 상황에서 여대야소의 

정치 상황이었다. 제19대 국회 시기는 한나라당(새누

  9) 이념성향 점수는 양의 값을 띨 경우 보수적, 음의 값을 띨 경우 진보적이다. 
10)  평균의 알파벳 아래첨자를 공유하는 국회 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평균차이를 보이는 반면, 아래첨자가 공유되지 않는 국회 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인다. 

<표 2> 국회 대수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이념성향 점수( )10)

<Table 2> Scores of ideological tendency as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er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16th National 
Assembly 

17th National 
Assembly 

18th National 
Assembly 

19th National 
Assembly 

Total

M  -0.015AB 0.111A -0.023AB -0.105B 0.000

SD 1.031 0.914 0.992  1.076 1.000

n 188 205 184 150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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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다. 

제17대 국회는 이념적 분화 내지는 분기점의 시작

이라고 평가받으며(Ka, 2014), 국회 내 이념성향의 

충돌 및 논란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한국 국회의 이념

성향을 시기별로 파악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제18대 

국회 시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수화로의 흐름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의 보수화된 이념성향

에 대해서 한국의 정당을 둘러싼 “좌파의 보수화” 현

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다(Park, 2008, 96). 제17

대 국회 시기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이념성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운동권 출신 경험을 설명변수로 삼

았는데, 운동권 출신 여부가 진보적 이념성향을 추동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Jang, et al., 2012). 국

회보안법, FTA 파병 등 당시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

들이 보수화된 모습을 보였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현실정치적 타협에 대응하는 방향에서 상대

적으로 보수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제19대 국회 시기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록에서 나타난 이념성향은 이전 시기보다 진보적 성

향의 추정값을 보였다. 제19대 시기는 여당인 한나라

당 및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및 민주통합당의 

여대야소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에 배정

되었다. 이 시기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념성향이 동일

한 통합정부인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이

념성향과 조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19대 시기 법제

사법위위원회는 거대 여당에 대한 대립적 양식을 보

이며 다수당의 입법의제를 저지하고자 하였을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의 

장(場)이라는 평가는 위원장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라고 이해 할 수 있다

(Jeon, 2014).

이제 국회 각 대수별 내부에서 연도에 따른 법제사

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 추정값 변화 패턴을 확인

하도록 한다(<그림 1>).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

념성향에 대한 추정값의 변화 양상은 연도별로 중도적 

수준에서 비슷한 모양의 추세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를 앞두고 변화하는 이념성향의 흐름을 법제사법위원

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변동이라는 정치과정의 변화에서 오는 국회 내 역학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의 구조적 변화를 둘러

싼 변동의 시기, 정치적 변동을 추동하는 주요한 권력

의 문제와 국회 내 변동에 대응하는 정치적 긴장이 존

재한다. 정치적 이견들이 국회 내에서 첨예한 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

원들의 이념성향을 표출하는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Ka, 2009; Lee, 2012). 보수적 혹은 진보적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과정은 정치 변동의 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두 시기 모두 당시 행정부의 집권 초반기 통치기반

을 다지는 시기로서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되었고, 상

임위원회 차원에서 차기 집권의 변화에 반응하여 행정

부의 이념성향과 조응하는 방향에서 변화의 담론이 주

도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국 정치과

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

결”이라는 구도가 존재한다(Jho, et al., 2016, 91-

93). 정치엘리트가 현 시점에서의 정권과 차별화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정치엘리트가 현재 권력과 대립각을 세울 때 다음 선

거에서 당선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7대 국회 시기를 지나고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며 국회 내에서 보수정당 의원들, 당시 한나라

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진입이 압도적 비

중으로 이루어졌다(N. Lee, 2011). 제17대 국회 시

기는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및 열린우리당과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여대야소 정국에서 제18대 국회

의 ‘역 여대야소’ 시기를 겪기 직전 시점이다. 국회 내 

이념성향을 통해 행정부 이념 지형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 시기 한나라당은 정권을 교체하

는 것을 목적으로 여당에 대한 “반대정당으로서 존재

하는 동질적 집단”이었다고 평가받는다(Jang, et al., 

2012, 14). 이 시기 한나라당의 정치적 상황은 정당 

내 분파를 추구할 상황이나 동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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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교체되는 시점인 2008년 시점에서 보수적 방향

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7년에서 2008년

이 되면서 이전 시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

념성향의 극화된 방향으로 이념성향 추정값이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 경우 연도별 이념성향 결과값의 평

균차이 테스트 결과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추정값은 

연도별로 보수적 방향으로의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

다. 제19대 국회 개원 시기인 2012년에서 국회 전반

기 시기인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보적 이념성향

이 관찰되었는데, 후반기 시기 2015년에서 2016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이동하는 방향성

제17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시기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념성향의 방향성을 가진다. 제16대와 제18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 추정값은 미

비한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표 3>은 제16대부터 제19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

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 )의 연

도별 변화를 보여준다.12)

<표 3>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연도별 이념성향 추

정값의 평균차이 테스트 결과 제16대에서 제18대 국

회 시기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제17대 국회의 경우 후반기 시점으로 갈수록 보수적 

방향성을 가지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 시기 차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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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국회 대수별 연도 변화에 따른 이념성향 변화 패턴(제16대~제19대 국회)11)

<Fig. 1> Year-to-year pattern of changes in ideological tendency per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as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rom the 16th to 19th National Assembly)

11)  괄호속의 제시된 수치는 분석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문서수를 의미한다. 2004년과 2012년 시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의 
추정값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해당 시기에 대한 WORDFISH 분석 대상 문서의 수와 관련있을 가능성으로 통계적 이상치(outlier)로 간주한다. 

12) 이념성향 점수는 양의 값을 띨 경우 보수적, 음의 값을 띨 경우 진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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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논쟁이 부각되었는데, 경제 및 개혁에 대한 요구

가 이 시기 의원들에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다(Kang, 2012). 제19대 국회 전반기 시점에서 법제

사법위원회의 진보적 이념성향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19대 국회 내부의 연도별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

비한 수준이지만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 Hahn(2015)

은 제19대 국회 시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

의원(n=295)의 이념성향을 표결 분석 방법으로 살펴

보았는데, 제19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대표 간 이

념적 거리가 증가했다고 설명하였다. 295명의 의원들 

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 시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보수적 위치

에서 높은 결집력을 보이는 시기라고 평가받는다. 새

누리당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시

에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채를 보이는 의원들도 존재하

였다고 본다(Kang, 2012). 정당별로 이념성향의 격

차 분포가 적지 않은 범위를 가지는 시기라는 의미이

다. 제19대 국회의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

로 이념성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지만 당시 이념적 방향성이 진보 영역에 위치하

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선거 시점에서 복지 이슈를 둘

<표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 )의 연도별 변화(제16대~제19대 국회)13)

<Table 3> Year-to-year change in the estimated value of ideological tendency as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rom the 16th to 19th National Assembly)

2000 2001 2002 2003 2004 16th National Assembly 

M 0.130 0.052 -0.114 -.109 -.900 -0.015

SD 0.897 0.982 1.113 0.971 1.230 1.031

n 31 53 35 56 13 188

2004 2005 2006 2007 2008 17th National Assembly 

M 0.077 0.049 0.046 0.131 0.608 0.111

SD 0.694 0.930 0.859 0.990 1.155 0.914

n 29 48 62 52 14 205

2008 2009 2010 2011 2012 18th National Assembly 

M 0.022 0.087 -0.226 0.015 -0.071 -0.023

SD 0.791 0.955 0.952 1.182 1.004 0.992

n 31 55 44 47 7 184

2012 2013 2014 2015 2016 19th National Assembly 

M -0.506 -0.274 -0.118 0.230 0.842 -0.105

SD 1.017 1.143 1.019 0.998 0.742 1.076

n 27 42 37 38 6 150

13)  연도별 평균차이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6대  국회 F(4,``183)=3.011,`p=.019; 제17대 국회 F(4,200)=1.188,`p=.317; 제18대 국회 
F(4,179)=0.664,`p=.618; 제19대 국회 F(4,``145)=3.495,`p=.009.



정보화정책 제28권 제3호

2021·가을84

시도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이념성향의 변화가 관찰될 

수 있다.

2. 이념성향의 미시적 흐름

이념성향 변화의 미시적 효과를 연도별 변화를 고

려하면서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 즉,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 및 초선 혹은 재선 이상의 선수 효과를 살펴보았

다.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은 “국회 이념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념 변화의 근원지를 찾을 수 있다”는 면에

서 중요하다(Ka, 2010, 22쪽).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에서 소속 정당 변수는 ‘정당 속의 개인’으로서 국

회의원의 행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

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경험은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와 

연관성을 가지는 방향에서 국회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표 4>는 제16대 국회 시기 개별 국회의원의 특성

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

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일반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여 국회 연도별 요인과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을 예측

변수로 사용하였다.15) 제16대 국회의 경우 이념성향

의 연도별 변화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난 반면 국회의

원 개인의 특성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

에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제16대 국회 시기 진보정당

의 초선 의원 및 재선 이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

의록에 대한 이념성향 추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진보정당 재선 이상 의원은 법제사법

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을 진보적 방향에서 가지도

록 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및 선수

의 영향은 미비하게 나타났다(<표 5>). 앞의 논의에서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념성향만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새누리당 

의원이 72% 상위 순위에 분포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소

속 의원들의 경우 보수성이 강화되는 흐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대수별, 연도별 이념성향 변화 패턴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회 대수가 변화하는 전환기의 시기에 이념성

향 추정값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에 각 대수의 마지막 연도에서 나타난 회의록의 이념

성향 추정값과 그 다음 대수의 첫 연도에서 나타난 회

의록의 이념성향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test 결과 제16대 국회 마

지막 연도에서 확인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

념성향 추정값(M=-.90)은 제17대 국회 첫 연도에

서 나타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 추정값

(M=.08)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40)=-3.29, p=.002). 제17대 국회 개

원의 시기가 되면서 이념성향의 변화의 폭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14)

또한, 행정부 교체의 시기를 중심으로 교체 전 시점

과 교체 시작 시기 시점에서 이념성향의 차이가 증가

함이 관찰되고 있었다. 제16대부터 제18대 대통령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체 시점인 2002년, 

2008년, 2012년의 경우, 직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

로 이념성향 추정값의 차이 폭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대수별 개원의 시기 및 행정

부의 교체 시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념성향 변화

의 차이 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는 크게 이뤄

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회 개원 시기 및 행정

부 교체 시기 정치엘리트들은 집권 정치세력과는 다

른 새로운 이미지를 표출하려는 의도가 있고, 법제사

법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의제의 연계, 폐기, 생성을 

14)  제18대 국회나 제19대 국회의 개원시기 전후로도 마찬가지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는 않았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을 다소 낮추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t(43)=1.984, p=.054), 제19대 국회의 경우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t(31)=1.011, p=.319).

15) 모델 2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당별 초선 및 재선 이상의 의원의 수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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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진보정당 초선 의원들의 참여가 높을수록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은 진보적 성

향을, 보수정당 초선 의원들의 참여가 높을수록 보수

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18대 국

회의 대수 내부의 연도별 변화를 보았을 때, 법제사법

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을 설명하는 데 시기

별 영향력의 효과가 미비한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념성향의 변화에 국회의원 개인의 특징이 발현되고 

제17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이념성향 추정값의 

대수별 시기적 변화의 특성이 관찰되었고, 연도별로는 

보수화된 방향성을 보였다. 대수 내부에서 연도별 이

념성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념성향의 변화 

역시 미비한 수준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

성향에 정당별 초선 의원의 참여 영향이 관찰되었다 

<표 4>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에 미치는 효과(제16대 국회)

<Table 4> The effect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estimated value of ideological tendency as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16th National Assembly)

Model 1 Model 2

Intercept 0.13
(0.18)

1.01*
(0.46)

Year-to-year change (as of 2000)

  Year(2001) -0.08
(0.23) 

0.05
(0.22) 

  Year(2002) -0.24
(0.25) 

0.05
(0.27) 

  Year(2003) -0.02
(0.23) 

0.17
(0.25) 

  Year(2004) -1.03***
(0.33)

-1.27*** 
(0.40)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29*** 
(0.10)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09
(0.09)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39***
(0.10)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24+
(0.13)

R2 0.062 0.160

Adjusted R2 0.041 0.122

 R2 test F(4,179)=5.22*** 

* + p<.10,``*p<.05,``p<.01,``p<.001. N=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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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되면서 이념성향이 집중도 있게 모여 있다는 것

이다(Ka, 2014).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 현상과 정

당 내 의원들의 이념성향의 차이가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Ka(2014)는 제18대 국회 시기의 경우 특

히,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들이 다른 분석 시기들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화된 성향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제19대 국회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18대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이념성향에 초선의원들의 당파성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정당별 이념성향의 차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제18대 국회 시기로 들어

와 중도 성향의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

했다고 보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정당 간 이념성향

의 격차는 증가하는 동시에 정당 내 의원들의 분포는 

<표 5>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에 미치는 효과(제17대 국회)

<Table 5> The effect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estimated value of ideological tendency as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17th National Assembly)

Model 1 Model 2

Intercept 0.08
(0.17)

0.08
(0.17) 

Year-to-year change (as of 2004)

  Year(2005) -0.03
(0.21)

-0.09
(0.25)

  Year(2006) -0.03
(0.21)

-0.14
(0.31) 

  Year(2007) 0.05
(0.21)

0.09
(0.3) 

  Year(2008) 0.53+
(0.3)

0.83*
(0.37)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13 
(0.06)*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08
(0.05)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07
(0.14)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
(0.10) 

 R2 0.023 0.048

Adjusted R2 0.004 0.009

 R2test F(4,196)=1.256 

* + p<.10,``*p<.05,``p<.01,``p<.001. N=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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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국회의원의 특성이 미치는 추가적 효과가 있는지를 

 R2 테스트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흥미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제16대와 제18대 국회 시기의 경우 

모델 1보다 모델 2의 데이터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연

도의 효과를 통제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반면 제17대와 제19대 국회의 경우, 연도의 효

과를 통제한 후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이 법제사법위원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개인 특성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연도별 효과 특징이 나타나고 있

음을 관찰할 수 있다(<표 7>). 특히, 제19대 국회 후반

기 시점인 2015년과 2016년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회

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

에 영향을 미치는 연도별 시간적 요인을 통제한 후, 개

<표 6>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에 미치는 효과(제18대 국회)

<Table 6> The effect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estimated value of ideological tendency as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18th National Assembly)

Model 1 Model 2

Intercept 0.02
(0.18) 

-0.78
(0.51)

Year-to-year change (as of 2008)

  Year(2009) 0.07
(0.22) 

0.15
(0.22) 

  Year(2010) -0.25
(0.23) 

0.10
(0.25) 

  Year(2011) -0.01
(0.23) 

0.42
(0.29) 

  Year(2012) -0.09
(0.42) 

0.60
(0.47)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23*
(0.1)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27*
(0.10)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06
(0.10)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03
(0.11) 

R2 0.015 0.116

Adjusted R2 -0.007 0.076

  R2 test F(4,175)=5.02*** 

* + p<.10,``*p<.05,``p<.01,``p<.001.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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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존재할 때, 회의에서 구성원의 효과는 이념성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할하기 힘든 것으로 나

타났다. 제17대와 제19대 국회 시기의 경우 정권 교

체 시기를 앞두고 분화하는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성

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급변하는 정치지형 및 권

력 구조의 불안정성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이념

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Ⅴ. 연구결과 해석

이 연구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부 이념성향이 교차되는 흐름에서의 시대적 상

<표 7>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 추정값에 미치는 효과(제19대 국회)

<Table 7> The effect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estimated value of ideological tendency as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19th National Assembly)

Model 1 Model 2

Intercept -0.51*
(0.2)

-0.93
(0.77)

Year-to-year change (as of 2012)

  Year(2013) 0.23
(0.26) 

0.35
(0.29) 

  Year(2014) 0.39
(0.26) 

0.54
(0.33) 

  Year(2015) 0.74*
(0.26)

0.88*
(0.37)

  Year(2016) 1.35***
(0.47)

1.51***
(0.53)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13
(0.14) 

Number of newly-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02
(0.15)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progressive party <0.01
(0.18) 

Number of reelected members from a conservative party -0.06
(0.10) 

R2 0.088 0.100

Adjusted R2 0.063 0.045

 R2 test F(4,141)=0.329 

* + p<.10,``*p<.05,``p<.01,``p<.001. N=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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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들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내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장은 이념적 갈등의 요소가 

내재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17대 국회는 탄핵 정국에서 개원되었다. 탄

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상황은 정부 국정운영의 영역에

서 발생하는 “대립적 이해관계와 가치 충돌의 상황”이 

극대화되어 국가 차원에서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

구되는 시기“로 이해된다(Lee, et al., 2008, 32쪽). 

2004년 4월 15일 시행된 제17대 총선에서 탄핵 쟁점

을 둘러싸고 정당들은 첨예한 갈등구도를 만들며 정치

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17대 국회 시기는 개

원 전 이미 탄핵을 둘러싸고 야당의 “정치적 적대감”

과 “권력 쟁취의 방법론”이라는 분명한 중심적 동기

가 존재했고, 권력 쟁취의 방법론 측면에서 정당 간 상

호 충돌의 극단적 결과가 생산되었다(Ahn, 2004). S. 

Lee(2011)는 이 시기를 “진보와 보수의 전환의 폭”

(119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국

회 전반기 시점에서 진보적 이념성향의 경향을 보이다 

후반기 보수적 성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제19

대 국회 내부의 연도별 이념성향의 변동 역시 관찰되

던 시기였다. 제19대 전반기는 제18대 국회 시기 격

화된 정당 간 이념성향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19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

회의 이념성향에 대한 연도별 효과는 전반기 시기부터 

후반기 시기까지 불안정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기적 영

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시기

의 보수적 이념성향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

근혜 대통령과 미래 권력의 충돌, 새누리당 내의 공천 

갈등 등(Jho, et al., 2016)의 복합적 정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19대 국회 내 상황에 대해 Lee(2012)는 상임위원

회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국회 원구성에서부터 나

타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의 문

제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 것

인지가 중요한 문제였다고 평가하였다. 법제사법위원

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시기적 영향 요인으로 역할 할 

수 있다.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정당 내부의 기조와 논

의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의회

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성향 격차가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미래권

력의 이념성향에 따라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가 추

동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미국의 경우 동시

적, 지속적으로 이념성향의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경우 비동시적으로 이전 시기의 

성향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교차되는 흐름을 가

진다. 제17대 및 제19대 국회 시기는 법제사법위원

회 차원에서 당시 집권 정부와 차별화 하고자 한 집합

적 분위기가 존재했던 특징적인 대수 성향이 관찰되

고 있었다. 

앞선 분석에서, 제17대 국회 후반기 시기 법제사법

위원회의 보수적 방향성이 높아지는 방향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제18대 국회 시기 한나라당과 새누리

당이 여당이 되고 여대야소의 단점정부 환경으로 변화

하기 직전 시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법제

사법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야당의 이념성향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는데(Ka, 2012), 이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은 것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보

수화되는 방향성을 연동시켜 해석이 가능하다. 법제사

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상원(上院)”으로 평가받는 

특성(Park, 2011, 3쪽)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제17대 국회 시기의 

경우 이념적 분화를 겪은 시기로 평가한다(Ka, 2016, 

N. Lee, 2011; Lee & Lee, 2015). 정당별 국회의원

들 간의 이념적 분기점이 형성된 시기라는 것이다. 제

16대 국회 시기 탄핵의 배경이 존재하고 제17대 국회 

시기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진보적 스펙트럼이 확장되

었다고 보고 있다. 제17대 국회 개원 직전의 2003년

의 시점을 보면, 이 시기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개혁국민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린우

리당이 창당된 시점이다. 국회 내 진보적인 성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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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

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을 WORDFISH 알고리즘으

로 추정한 결과값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차원에서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중요한 변화들이 관찰된다. 제16

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 시기의 2000년에서 2016

년의 기간 동안 개최된 회의록을 전수조사 하여 이념

성향의 변화 패턴을 대수별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제17대와 제19대 국회 시기 대수별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제17대 국회의 

경우 다른 국회 대수의 시기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념성향을, 제19대 국회의 경우 다른 국회 대수의 

시기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이념성향을 보이고 있

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수별 이념성향 추정값에 대한 

집단 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제17

대와 제19대의 경우, 대수 내부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

보았는데 제17대 국회의 경우 연도별로는 특징적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념성향의 변동의 폭이 약하

게 관찰되었다. 제19대 국회의 경우 연도별 변화가 관

찰되는 가운데 변화의 패턴은 보수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두 시기 모두 이념성향의 변화를 추동하는데 

국회의원 개인의 특징 효과는 사라지고 대수별 시기적 

요인의 효과만이 관찰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기여한 참석자들

의 미시적 효과는 정권의 정치적 형세 변화가 안정되

어 있을 때 나타난다. 제16대와 제18대 국회 시기에

는 이념성향에 대한 대수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수 내부의 시기에 따른 연도별 변화 역시 미비하게 

관찰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 대수 자체가 

가지는 뚜렷한 이념성향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

면, 이 시기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제16대 국회 시기는 진보 정권의 전반기 시

기이고 제18대 국회 시기는 보수 정권의 전반기 시기

이다. 정권 교체 이후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측

회 위원장에 대해 제19대 국회의 새누리당은 제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

을 확보하였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에 양보함으로써 야

당 몫으로 관행화되어 왔던 패턴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제16대와 제18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은 시기별 요인보다 국회의

원 개인의 특징이 변화를 이끄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초선의원들의 등장과 재선 이상 의원들의 이

념성향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6

대 국회 시기 진보정당의 재선 이상 의원들의 회의 참

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진보적 이념성향을 추동하고 

있었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정당별 초선 의원들의 

당파성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선의원

들에 의한 국회 진입과 의원 교체는 정당의 이념성향

에 부합하는 성향의 의원들이 충원되면서 정당의 당파

성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미국의 경우 국회 내 초선의

원들의 교체가 이뤄지면서 정당 간 이념성향의 격차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Theriault, 2006).

제18대 국회 시기는 국회 내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

어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시기이다. 다수당이었던 한

나라당의 법안 통과 시도와 야당의 저지가 일상화되었

고, 일례로, 정부제출법안의 경우를 보면 통과율이 이

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한 수준으로 저하되고 

처리 기간은 길어짐을 경험했다(Jho, et al., 2016). 

쟁점법안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경우도 다수였

다(Lee, 2012).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을 표결 결과

로 분석한 Hahn, et al., (2014)의 연구에서도 제18

대 국회 시기 국회 내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

서, 정당별 초선의원의 당파성이 극화된 방향성을 보

여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보수성과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진보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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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정치권력의 형세 변화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이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엘리트의 이념

성향 논의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입법과정을 고려하

였을 때 중요한 문제이다. 상임위원회는 정치엘리트

의 이념성향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상임위원회 제

도의 중요성은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결

정된다는 면에서 주지의 사실이다. 상임위원회 회의

는 정치엘리트의 논의의 기록이며, 이들의 이념성향

이 의회 내 표결, 선거, 상임위원회 활동 전반을 결정

한다.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이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추동한다는 면에서도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

다. 무엇보다, 이념적 공간의 배경에 놓인 정치적 행

위자들의 입장을 볼 때, 정치적 행위자들의 실제 선호

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정치적 기록물을 분석하는 것

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과학분과에서에서 전통적인 통계방법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에서 활용하

는 기계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이 각종 형태의 자

료에 적용되면서 분석 영역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의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의미 

추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등 새로운 분석 방식을 적

용하는 등의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Lee, 2020; Suh 

& Shin, 2017). 본 연구에서 차용한 스케일링 방식과 

같은 데이터 과학의 방법론은 정치사회적 현상 분석 

및 현실적인 정책 방안 도출에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국회 행위자들의 정치적 결정과정

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입법기관의 결정메

커니즘에 대한 컴퓨터 텍스트 분석(Computational 

Text Analysis)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동화

된 내용분석의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다수

의 연구들에서 차용되어 왔지만, WORDFISH와 같은 

비지도 방식의 분석은 자료에 대한 세밀한 독해력, 문

제의식에 특화된 분석과 질적으로 확장된 해석이 요구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내용분석 방법들에

서 겪었던, 표본 추출과 선별적 데이터 수집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고, 기

술적인 의미에서 한국어로 축적된 정치적 기록물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 특유의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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