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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폐합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정책대상집단의 인식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주 경 일*

본 연구는 최근 지역사회의 갈등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통폐합 문제의 관련 이해집단에 대한 인식구조 분석
을 통해 보다 적실성 있는 현장 중심의 갈등관리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아래 통합과정을 경
험한 대학구성원들의 통합문제에 대한 인식적 특징과 함께 집단 간 차이점을 프레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내면적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통합추진과정의 재설계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통합의 추진 주체는 흡수되는 대학의 교명 유지를 전제로 학생집단과의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통합에 따른 이익과
손실 및 그에 따른 보완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지만 교수집단에 대해서는 대학통합의 미래 비전을 우선적으
로 제시하고 핵심 이슈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상집단
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각 이해집단의 인식적 특징에 상응하는 대응전
략의 실행이 장차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간 화학적 통합과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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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University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Recognition Structure Analysis of the Target Interest
Group

Joo, Kyung-il*

Recently, university unification causes discord in the local community. In response, this research
seeks a more practical, appropriat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by analyzing the recognition structure
of the related interest groups. Under the purpose, the research first identifies the recognition difference
among the related interest groups to the matter of university unification, and then based on the result,
the research suggests a direction of restructuring university unification process that would promote the
unification receptivity by the components of the university.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the university
should use differentiated strategy to the disparate interest groups. While the university should persuade
the student by presen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unification persuasively and convince them that
the university would not change its name, the university should persuade the professor group by
presenting the future vision of the unification first, and then arrange a field for free discussion so that
the members could develop common awareness regarding the main issues of the unification. I expect
this execution of corresponding strategy of the disparate interest groups could be a starting point to the
chemical integration of the universities and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rresponding local
community.

Key words _ university unification policy, policy implementations, policy acceptanc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 Assistant Profess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Geum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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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첫째, 국립대학 통폐합사업 둘째, 구조
개혁선도대학사업 셋째, 사립대학 통폐합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내외부적 위기요인에 대
응하기 위해 대학별 특성화 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 교수 재배치 등 대학구조
개혁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부 공모를 통한 특성화 학과 및 사업단을 선
정, 지원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대적인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어 부산대와 강원대 등 24개
대학(국립대 12개교, 사립대 12개교)이 12개 대학으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2009년도까지 50,946
명의 감축(
‘04년도 대비 7.9%)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추가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도 상당
수에 이른다.1) 또한 현 정부에서도 대학의 구조개혁 분야는 참여정부의 관련 정책의제들과 연속선상
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올해 교과부 업무보고내용을 보더라도 대학특성화 추진방안(
‘05.11)
이후 추진되어 온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대학특성화지표를 통해 각 대학의 구조개혁 실
적을 교과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교대와 사대의 통합, 거점대학과 인근 군소대학의 통합 등 국공립대 및 사립대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대학구조개혁특별법”제정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어(한국대학신문,
2009.3.2)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학통합과 이에 따른 집단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조직과 기능의 조정 및 인력감축 등 대학내부의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대학 간 연합이나 인수합병 등 대학 간 통폐합을 의도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간 통폐합은 대
학구성원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간 통폐합은 유망학과의 본교 유치, 교육 및 강의 여건 개선, 행정업
무 효율화, 교명의 존치 여부, 대학 상징물 및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놓고 해당 대학 간은 물론 대
학의 각 구성원 간 생존권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대학통합의 문제는 통
합과정에서의 갈등은 물론 통합이 성사된 이후에도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발현됨으로써2) 통합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대학 간 통합의 문제는 단순한 대학내부의 양적 감축(Downsizing)을 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국립/사립대학 간 통폐합과 구조개혁선도대학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
지 교당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간 통폐합을 유인한 바 있다(교육부 보도 자료, 2007.6.7).
2) 부산대와 (구)밀양대 통합사례에서는 밀양대 총학생회장이 통합 이후 기존 밀양대 입학생의 부산대 졸업장 수여에 대한 불이익 시정을
요구하며 교내 건물 옥상에서 투신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YTN, 2006.4.28), 공주대의 경우도 (구)예산농업전문대와 (구)천
안공대와의 통합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교명변경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등(공
주뉴스, 2009.2.9) 대학통폐합 정책 실시 이후 통합이 성사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 적용의 형평성이나 교명변경 문제 등을 놓고 잡
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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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두 대학의 완전한 재구조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원만한 합의형성이 지극히 어렵고 이에
따른 갈등의 정도도 대단히 첨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통합과정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만, 대학통합 정책의 경우 기존의 논의들(최종덕, 2006 ; 조흥순, 2006 ; 임연기, 2005 등)처럼
관련 법규나 재정지원 제도의 구비 등 정책집행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들 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적 특징과 그 변화를 통한 합의형성 등 인지적 요인이 정책집행과 갈등관리의 측면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통합과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교수,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각 구성
원들은 역사와 전통이 상이한 타 대학과의 통합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정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독자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하는 보다 적극적인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대학통합 정책은 각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협상과정 및 행위자의 인식적 특성 파악이 용이
한 집행 현장 중심의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이 효율적인 집행 전략 마련을 위해 바람직
하다.
또 통합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내면적 수용(Acceptance)3)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히 통합을 수동
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순응(Compliance)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통합과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
기 때문에 통합문제에 대한 각 행위자들의 인지적 수용은 진정한 대학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소
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대학통합 행위자들의 인식 파악에 있어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각 행위자
집단 간 인식패턴의 차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한다면 추후 정책집행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정
책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기본 입장과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근 통합과정을 경험한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학통합문제에 대한 인
식구조상 특징을 기존의 제도론적 관점이 아닌 프레임 개념을 활용한 인지 해석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첫째, 대학구성원들의 통합문제에 대한 인식체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미시적
인 이해를 도모한다. 둘째,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통합 정책의 피상적인 집행 및 갈등관리에서
벗어나 구성원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셋째, 각 대응전략들을 토대로 대학통합 추진과정의 재
설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Duncan(1981: 192)은“순응”
은 외면적 행동이 특정 규범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외적인 행태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수용”
은 내면적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인 변화로서 표면적 행동의 변화인 순응뿐 아니라 내면적 가치?태도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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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기초 및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
1. 정책집행 행위자의 상호작용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통폐합의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집
행자의 입장보다는 대학구성원 등 정책대상집단의 입장과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
을 위해서 보다 중요하다.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통합의 효과는 통합성사라는 가시적인 결과뿐만이 아
니라 학내 구성원의 내면적 동의와 수용을 전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집행을 바라보는 다양
한 관점 중에서“상향적 접근방식(Hasenfeld & Brock, 1991 ; Berman, 1978 ; Elmore, 1982 등)”
은 이렇게 정책대상집단 및 주요 관련 행위자의 능동적 태도를 전제로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각 행위자
들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본 사안을 바라보는데 보다 적절한 시각이 될 수 있다.4) 즉, 상
향적 접근법은 가변성이 없는 정책목표 대신 실제 집행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집행에 참여하는 각 행
위자(Implementing Actor) 간 상호작용과 협상과정을 중시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집행과정
및 정책과정의 지속적인 순환을 강조한다(박경효, 1990: 1011-1012).
이렇게 볼 때, 다루기 어려운 갈등(Intractable Problems)으로서 대학통합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각 이해집단이 해당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구조 및 그 차이
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행위자들의 인지적 부조화
(Mismatch)가 개선되고 의사소통과 합의형성이 수월해짐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책집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행위자 간 동태적 상호작용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1> 대학통합 현장에서의 행위자 상호작용 메커니즘
행위자 A의
이해관계

A의 인식과
그 작용
A와 B의 전략적
행위 표출과 협상적
갈등관리

행위자 B의
이해관계

집행결과

B의 인식과
그 작용

자료: Pinkley(1990) 참고하여 재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반면,“하향적 접근방식”
은 정책결정 및 집행자의 시각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결정 및 집행의 분리, 단방향적 집
행, 그리고 집행의 비정치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역적 고찰을 통해 이론적 틀로서 정립하
려는 입장을 취한다(박경효, 1990: 1011 ; Mazmanian & Sabatier, 1981 ; Palumbo, 1987 ; Ingram, 19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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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에 따른다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겠으나
각 행위자집단의 인식구조와 그 작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5) 행위자 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메커니즘과 갈등관리전략 도출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결국, 정책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처
리하기 어렵고 다양한 행위자 간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정 책집행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대학통폐
합 정책은 실제 집행현장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의 인식과 그 차별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가 추후
효과적인 정책집행 및 갈등관리전략 설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6)

2. 정책대상집단의 인식구조
정치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각 행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적 수단들 중에서 본고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적 시각과 인
지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차용하기로 한다. 프레임의 개념에 대해
학자 간 합의된 시각은 존재하지 않지만“프레임(Frame)”
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의하고 정보를 조직화하여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사
고의 구체적 내용물이다(Lewicki et al., 2003). 이때 프레임은 대립되는 개인이나 상대방의 존재를
가정할 때 구성되는 인지작용으로서 특수한 이해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내재적 가치에 상응하는 프레이밍 행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나는 2시간 동안이나 서핑을 하고 왔더니 피곤해”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이는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2시간이나 했으니 힘든 것은 당연하지”
라고 추론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인터
넷에서 2시간이나 정보검색 등 탐색작업을 해서 피곤한 것”
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이때 자신의 경
험과 준거틀에 입각하여 어느 쪽으로든 이슈 및 상황을 특정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인지,
해석적 틀(Frame of Reference)이 인간에게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프레임”
이라는 것이다
(Lewicki et al, 2003: 13).
이러한 프레임 개념을 활용한 조직관리적 차원의 연구들7)은 주로 노사협상 등 행위자 간 정치적 갈
등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각 행위자의 프레임 유형을 발견하고 그 계층구조를 구축하는데 일차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대학통합의 경우 교수, 학생, 직원 등 각 구성원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는 연구 및 강의 여건 개선이나 통합에 따른 수업권 확대 및 사회진
출의 용이성, 그리고 대학의 행, 재정적 업무 개선 등 사전 파악이 가능하고 가변성이 크지 않은 반면 통합과정을 직접 경험한 각 구성원
들의 인식의 문제는 그 구성방식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예측이 쉽지 않아 보다 직접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6) 대학통폐합 사례에 대한 인식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김영진, 2004 ; 박종흡, 2004 ; 김동규, 2008 등)는 일부 존재하지만 프레임이
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통합과정을 경험한 각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어떻게 갈등상황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지
를 바라봄으로써 적실성 있는 갈등관리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연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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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다. 또 더 나아가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프레임 유형 간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하여 합
의형성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 및 협상과정의 재
설계 과정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Gray & Donnellon 1989 ; Lewicki et al., 2003 ; Pinkley,
1990 ; Putnam & Holmer, 1992 등).8) 따라서 이들의 주장과 같이 대학 간 통합과정을 경험한 각 행
위자들의 프레임 구조를 밝힐 수 있다면 왜 대학통합이 심각한 갈등과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동일한 정책을 집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갈
등관리전략을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프레임 개념을 활용하되, 갈등프레임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프
레임 유형을 가지고 통합과정을 경험한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임 내용을 확인해 나가는 연역
적 방법을 통해 대학통폐합문제에 대한 각 행위자집단의 인식적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1> 대학통합과정 경험자들의 프레임 유형9)
<프레임유형>

<정의>

<관련 개념>

<주요 언어적 단서>

<관련 연구>

특성프레임
(characterization

상대방 태도와
행태의 평가와 기대

중재인의 편견과
관계적 행동

“상대방은~성격과
특징을 가진다”

Kolb,1987;
Pinkley, 1987

과정프레임
(process)

갈등과정과 절차에 대한
평가와 인식

의사결정, 협상 단계,
갈등의 강조점

“이번 추진과정은
너무~절차이다”

Sheppard et al,
1987

실체프레임
(substantive)

무엇에 대한 갈등인가

이슈 및 하위 이슈에
대한 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다”

Putnam&Geist, 1985;
Kolb, 1987

열망프레임
(aspiration)

단기적 성과를 통해 궁극
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승패에 대한
자기 이미지

“장기적으로 볼 때
~위한 것이다”

Bazerman et al, 1985;
Pinkley, 1987

성과프레임
(outcome)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행위자의 입장과 위치

“당장에 필요한 것은
~이다”

손익프레임
(loss-gain)

손해와 이익에 대한
결과 인식

이해관계 및
이중의 관심

“우리에게는 큰 이익
(피해)가 된다”

Filley,1975;
Blake&Mouton, 1964

자료: Gray & Donnellon(1989) 재정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여기서는 프레임의 기능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해당 이슈를 정의한다. 둘째, 누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해당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행위자의 입장을 정당화시
킨다. 다섯째, 다른 이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혹은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Lewicki et al, 2003: 15-19).
8) 한편, 프레임 개념을 활용한 대다수의 국내연구들은 사회적 갈등상황 속에서 각 이해집단들의 상황 해석기제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해
당 집단들이 어떠한 프레임 유형을 가지고 있고 이들 집단의 인식구조가 실제 갈등의 전개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창수, 2007 ; 강민아 외, 2007 ; 류지혜, 2008 등). 또 최근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활동전략 선택과정
을 동개념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프레임 개념의 외연 확대가 시도되고 있다(하민철, 2008).
9) 이러한 6가지 유형을 분석의 기본 틀로 취한 이유는 각 대학구성원들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이들 유형이 각 행위자의 대학통합에 대한
인식을 가장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피면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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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및 연구방법
이러한 프레임 유형을 가지고 본고는 2004년 12월 28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이후 2005
년부터 진행된 국립대학 통폐합사업10) 결과 2007년 연말까지 통합이 이루어진 12개(통합 이후 6개)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2
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의 부산대(밀양대), 강원도의 강
원대(삼척대)와 강릉대(원주대), 전라남도의 전남대(여수대), 충청권의 충주대(청주과학대)와 공주대
(천안공대) 소속 학내 구성원들 중에서 통합과정을 경험한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과 전화면접을 병행하였다. 또 통합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경험자
들의 인식이 표면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도 실시함으로써 정책추진자
와 대상자 간 인식구조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구조 분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역할인식과 통합에 대한 이해 관계가 다
를 것으로 생각되는 교수집단, 직원집단, 학생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아울러 교명이 남아 있는 대
학(예: 부산대)과 없어진 대학(예: 밀양대)11)도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인식에 대한 입체
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어 성별, 연령, 통합갈등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 비교분석도 실시
하여 기타 요인에 의한 인식차이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인식구조의 특징은 양적(%), 질적(순위)
방식을 활용하여 행위자별 인식 차이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는데, 면접 프로토콜에 대한 응
답 결과는 대학구성원별, 그리고 교명 존속 여부에 따라 각각 세 집단과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
의 프레임 유형별 평균 순위(1위에서 6위까지)와 평균 퍼센트12)를 산출하여 꺽은 선 그래프와 막대그
래프로 나타냄으로써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또 각 프레임 유형에 대한 집단 간 인
식 차이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T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논의의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2-2>는 면접에 응한 각 집단의 프레임 유형별 평균 순위와 평균 퍼
센트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면접조사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을 비롯한 담당자 3명과 대학구성원 72명 등 총 75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13) 대학구성원 72명은 교명이 유지된 대학 소속 구성원과 교명이 폐지된 대학 소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통합이 성사된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같은 재단 소속의 대학들인 관계로 국립대학의 경우처럼 갈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정책집행
의 측면에서도 강제성이 약해 정책수용의 관점에서 행위자 인식구조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1) 이하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 통합모형의 기초 유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연구의 사례 가운데 교명이 유지되는 대학은 흡수하
는 대학으로, 교명이 폐지되는 대학은 흡수되는 대학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2) 예를 들면, 면접에 응한 24명 교수집단의 실체프레임에 대한 평균 퍼센트 수치인 29.0%는 전체 중요도 인식을 100%로 설정하였을 때
대학통합문제에 대한 실체프레임의 집단 중요도 인식이 29.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13) 면접은 주로 해당 대학의 연구실이나 학생회실에서 평균 4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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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각 집단별 기초통계량(평균 순위 및 퍼센트)
프레임(frame)유형

대학구성원별

(단위 : 위/%)

교명 존속 여부

교수(24명)

직원(24명)

학생(24명)

유지(36명)

폐지(36명)

5.0/ 7.8

4.0/12.8

3.5/13.4

4.7/10.7

4.0/12.3

과정프레임

2.5/21.9

2.3/26.2

2.8/22.2

2.8/20.7

2.3/26.1

실체프레임

1.9/29.0

3.6/15.5

4.3/11.8

3.1/20.4

3.4/17.1

열망프레임

2.5/22.0

2.8/19.0

3.5/14.7

2.4/21.9

3.5/15.2

성과프레임

4.8/ 8.8

4.8/ 9.3

5.0/ 9.0

4.8/ 9.4

5.0/ 8.6

손익프레임

4.2/10.6

3.4/17.2

2.0/28.6

3.6/16.8

2.8/20.8

특성프레임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임.

구성원이 각각 36명으로 동일하게 선택되었다. 또 직원은 통합에 직접적인 관여도가 높았던 기획 및
대외협력부서를 중심으로, 교수는 통폐합과 관련된 학과 소속의 교수들을, 그리고 학생들도 통합문제
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현장 경험에 기초한 인식 차이 및 특징적
인 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대학통폐합 정책 관련 이해집단의 인식구조 분석
1. 응답자 개요
면접조사에 응한 남성 54명, 여성 21명 등 총 75명은 20대 23명, 30대 23명, 40대 18명, 50대 11명
이었으며, 부산대, 강원대, 충주대, 강릉대, 공주대, 전남대 등 교명이 유지된 6개 대학과 밀양대, 삼척
대, 원주대, 청주과학대, 천안공대, 여수대 등 교명이 폐지된 6개 대학 소속 구성원이 각각 36명으로
균등하게 배정되었다. 이어 응답자의 신분에 있어서는 교수 24명, 직원 24명, 학생 24명, 교육부 공무
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통합갈등기간의 경우 각 사례별로 해당 기간이 매우 유사하여 최종 분
석에서는 제외하였다.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에 있어서 남성은 동일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대학통합의 주요 이슈로 인식하여 실체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에 비해 여성은 손익프레임을 강조하여 통합에 따른 손해와 이익에 대한 배려를 통합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20, 30대 등
젊은 층이 손익, 과정프레임을 중요시한 반면 50대 이상은 실체프레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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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구성원별 인식 차이 분석15)
<그림 3-1> 통합문제에 대한 대학구성원별 인식 차이(순위)

<그림 3-2> 통합문제에 대한 대학구성원별 인식 차이(%)

위의 그림들은 대학통합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해 보다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
지에 대한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주요 대학구성원들의 상대적 중요도 인식을 나타낸다.
먼저, <그림 3-1>의 프레임 중요도 순위를 보면 세 집단 모두 과정프레임이 상위프레임(1, 2, 3위)인
것으로 나타나 통합갈등을 경험한 대학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학내 의견수렴과정 및 절차의 문제점을
대학통합 이슈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합과정의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이하 각 그래프는“선생님께서는 대학통합과정을 경험한 후 원만한 대학통합과 통합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가지고 순위 및 퍼센트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얻어진 결과이
며, Gray & Donnellon(1989) 등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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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로 인해 통합 이전과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통합갈등 사례들을 통해 실증 가능한
것으로,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학내 구성원들 모두의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과정의 재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16) 또한, 단기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성과프레임은 세 집단 모
두 하위(5, 6위)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 궁극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의미하는 열망프레임은 상위프레임
(2, 3위)으로 나타나 대학구성원들은 그 소속 집단을 불문하고 단기간 내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궁극적
인 비전제시와 장, 단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학적 융합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등 본연의 통합목표 성취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통합의 가시적 결과를 단기간 내 성취
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 통합효과를 조속히 실현하려는 대학본부의 통합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
해야 함을 암시한다.

1) 교수집단의 프레임 분석
한편, 구성원별 인식구조를 양적 결과(%)를 통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선 교수집단의 경우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이슈들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당사자 간 이해
와 합의가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실체프레임, 29.0%17))을 보였고, 이어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여부보다는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 성취(열망프레임, 22%)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목하였다. 반면 단기적인 성과 달성(성과프레임, 8.8%)이나 통합으로 인해 야기될 손해와
이익의 분배구조(손익프레임, 10.6%)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또 중요하게 인식한 실체, 열망프레임과 그렇지 않은 프레임(성과, 손익, 특성프레임) 간 중요도 인
식의 편차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그림 3-2> 참조) 구성원 간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통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통합의 내면적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집단 내, 집단 간 비교에서“실체프레임”
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추진
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교수집단의 통합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손익문제
를 먼저 제기하기에 앞서 재정건전성 확보나 신입생 충원, 그리고 학사문제 등 관련 이슈들의 우선순
위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핵심이슈에 대해 교수집단 내 상호 이해
가 결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의 확보와 같은 추상적인 방법보다는 구성원별 인식구조에 대한 명확한 실증자료를 바탕
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로드맵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구성원별 인식 차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답
을 탐구할 것이다.
17) 이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 교수집단 프레임의 중요도 비중은 다음과 같다. 열망프레임(22%), 과정프레임(21.9%), 손
익프레임(10.6%), 성과프레임(8.8%), 특성프레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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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학과의 이해가 걸려있고 학생들의 입장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상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로써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본래의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G대학 교수 인터뷰, 2007.10.29).”

2) 학생 및 직원들의 프레임 분석
반면, 학생집단의 경우 교수집단과는 다소 상이한 인식패턴을 보였는데 학생들은 통합으로 인해 발
생할 피해와 이익에 대한 고려(손익프레임, 28.6%) 및 통합추진과정상의 민주성과 공정성(과정프레임,
22.2%)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교수집단이 강조하였던 문제의 실체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는 크
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실체프레임, 11.8%19))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는 교수집단과 마찬가지로
현행 대학통합추진의 과정과 절차적 측면의 개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의 초점은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학사, 수업 등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20)

“솔직히 통합 이후 학생들 간에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명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상
대 대학 학생들이 통합 이후에도 우리를 동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졸업장 문제도 그렇고 학사적
용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상당히 손해를 입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어
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C대학 학생 전화인터뷰, 2007.10.29).”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통합으로 인해 야기되
는 다양한 손실에 대한 우려와 기대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통합과정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
고 있어 이들의 프레임 구성(손익과 과정의 이중프레임)을 통합추진 로드맵 설계시 전략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교수들에게는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핵심
사안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통합결
정 및 추진과정의 공개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피해사항의 구체적인 구제방안 제
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이러한 프레임 구성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진행된 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이러한 핵심이슈에 대한 교수집단 내 상호 이해 부족이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사례로는 전북대와 익산대간 통합사례와 경북대와 상주
대간 통합사례 등이 있다. 전자는 연구소 설치 등 대학의 연구여건 개선과 지역발전문제를, 후자는 학내 구성원 간 갈등 확산 문제를 놓
고 핵심이슈에 대한 합의형성이 되지 않아 통합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19)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며, 기타 열망프레임(14.7%), 특성프레임(13.4%), 성과프레임(9.0%)이다. 특히 특성프레임이 타
집단에 비해 인식적 비중이 큰 것은 대학본부의 추진 태도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20) 실제로, 학생집단의 경우 손익프레임(28.6%)과 과정프레임(22.2%)이 부각되어 있는데 비해 교수집단은 실체프레임(29.0%)과 과정프
레임(21.9%)이 유사한 비중으로 부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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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통합사례에서 통합과정21)에서는 물론 통합이 성사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
실22)에 비추어 볼 때 학생집단의 프레임 구성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교직원들의 경우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학생들의 인식패턴과 유사한 가운데 손
익프레임(17.2%)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과정프레임(26.2%)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23) 이들은 과정과 열망프레임(19.0%)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천천히
단계를 밟고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통합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장차 장기적인 효과 달성 측면에서 유리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통합과정을 지켜보면서 학교나 학과 간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치열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학통합과정은 교육부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구성원 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지 몇 년
안에 몇 개 대학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조건 밀어부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Y대
직원 인터뷰, 2007.10.23).”

3) 집단 간 인식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이와 같이 대학통합과정을 경험한 대학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성과 추구(성과프레임)나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특성프레임)보다는 통합에 따른 장기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좀 더 공정한 추진과정(과정프레임)을 원하고 있지만 교수집단과 학생집단을 중심
으로 통합문제에 대한 인식의 초점이 상당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24) 다음의 <표 3-1>은 각 프레임
유형에 대한 세 집단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의 양적 결과
(%)를 가지고 SPSS-Win프로그램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 집단은 실체, 손익, 특성프레임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특히 실체, 손익프레임25)에 대한 세 집단 간 인식 차이의 통계적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우리 학교의 경우 통합 찬반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성실한 설명회도 없이 더구나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거의 없
는 상태에서 투표가 강행되어 투표 저지운동을 했었고 이후 격렬한 시위도 발생했던 것으로 안다(G대학 학생 인터뷰, 2007.10.29).”
22)“흡수된 밀양대학교 재학생의 학적과 졸업문제가 통합 이후 폭발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부산대 본부 측이 공청회를 열었으나(중간
생략) 결국 학생회장을 선두로 해서 공청회는 끝을 못 맺고 대립구도로 가게 되었다. 흡수 합병된 학생들에 대한 무시 등을 개선하고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했어야 한다(한국대학신문, 2006.4.5).”이러한 부산대학교 사례 이외에도 학생집단
의 손익, 과정프레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부재로 통합 자체가 무산되거나 통합 이후 잠재적 갈등이 부각된 사례들은 적지 않다.
23) 이는 면접 대상자의 대부분이 기획실 직원 등 통합추진의 실무 담당자들로서 추진과정상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24) 교수(169명), 직원(120명), 학생(2067명)에게 대학통합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 본 결과, 교수와 직원은 모두 약 65% 정도가 찬성한 반
면 학생은 56% 이상 반대하는 등 구성원별 시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경남도민일보, 2008.6.5).
25) 다만, 손익프레임의 경우 Levene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유의확률0.01) 제한적 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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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세 집단 간 인식 차이(분산분석)
Frame
특성

과정

실체

열망

성과

손익

Between Group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4.392

459.194

2

229.597

Within Groups

3607.125

69

52.277

Total

4066.319

71

273.000

2

136.500

Within Groups

10288.500

69

149.109

Total

10561.500

71

Between Groups

Between Groups

3916.583

2

1958.292

Within Groups

5728.917

69

83.028

Total

9645.500

71

653.361

2

326.681

Within Groups

8424.292

69

122.091

Total

9077.653

71

3.583

2

1.792

Within Groups

3396.417

69

49.223

Total

3400.000

71

Between Groups

Between Groups

Between Groups

3981.444

2

1990.722

Within Groups

7565.000

69

109.638

Total

11546.444

71

.915

23.586

Sig.
.016＊

.405

.000＊

2.676

.076

.036

.964

18.157

.000＊

주: 1) ＊= P<.05
주: 2)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특성, 손익프레임 이외에는 유의확률0.05 이상으로 등분산(Homogeneity of Variances) 가설이 기각
되지 않았다.

뢰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0.00). 이는 세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공통
적으로 상위이건 하위이건) 프레임 유형과는 달리 그 차이의 정도와 집단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을 바탕으로 해당 인식구조에 대해 좀 더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이러한 시각 아래 기술통계의 평균값 비교에서 그 차이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
타난 교수, 학생의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대학구성원 간 인식 차이와 그 함의
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것이다. 다음은 위의 분산분석에서 95% 신뢰수준으로 집단 간 차이
가 유의미하게 검증된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한 교수와 학생집단 간 집단통계량과 독립표본 T-검정
결과이다.
독립표본 검정 결과, 교수와 학생 집단 간 상기 프레임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26) 전술했던 통합문제를 바라보는 교수와 학생집단 간 중요도 인식 차이에
대한 비통계적 분석내용과 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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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집단통계량
구성원별
특성

실체

손익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교수

24

7.7917

5.00416

1.02147

학생

24

13.4167

8.83627

1.80370

교수

24

28.9583

9.08644

1.85476

학생

24

11.7917

9.74447

1.98908

교수

24

10.5833

6.30332

1.28666

학생

24

28.5833

14.09569

2.87727

<표 3-3> 두 집단(교수, 학생) 간 인식 차이(T-검정)

Frame

Levene’
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F

특성

Equal variances
assumed

Sig.

13.898

.001

Equal variances
not assumed
실체

Equal variances
assumed

.010

.92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손익

Equal variances
assumed

13.184

Equal variances
not assumed
주:

.001

t-test for Equality of Means
t

df

Sig.(2-tailed)

Mean Difference

.009

-5.62500

-2.714

46

-2.714

36.377

.010＊

-5.62500

6.312

46

.000＊

17.16667

6.312

45.777

.000

17.16667

-5.711

46

.000

-18.00000

-5.711

31.845

.000＊

-18.00000

=P<.05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통합문제를“대학 간 분쟁”
이라는 단순한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
학구성원 간 분쟁, 그 중에서도 특히“교수집단과 학생집단 간 분쟁”
이라는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대학통합 갈등의 현장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이 각기 집
단 고유의 해석적 프레임을 가지고 전략적 행위를 표출하는 일종의“프레임 분쟁의 장소(Frame
Disputes Arena)”
이며, 특히 교수집단의“실체프레임”
과 학생집단의“손익프레임”
이 각각 과정프레
임과 결합되어 통합의 각 사안마다 활성화되고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는 프레임 분쟁의 현장이라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특히 등분산 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측 검정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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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7) 결국, 대학통폐합 문제의 본질을 이러한 시각에서 재해석할 때 추진과정의 재설계 방향에
대한 보다 새로운 실천적 제언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교명 존속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아래의 그림은 대학통합과정에서 기존 대학의 교명이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존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대학구성원들 간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인식패턴을 보면 흡수한 대학과 흡수된 대학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전술한 대학구성원 간 인식 차이는 학생과 교수집단을 중심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집행 및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대학 간 인식 차이에 대한 대응전략보
다는 구성원별 설득과 합의형성에 전략 구상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
적인 통합과정에서는 대학구성원 간 갈등은 물론 해당 학교 간 갈등도 부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
찰 역시 필요하다.

<그림 3-3> 통합문제에 대한 교명 존속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순위)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도 마찰이 많다. 대학통합은 단순히
두 조직이 합쳐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교의 역사가 문을 닫는 것인데 어떻게 간단
한 일이겠는가? 저쪽에서는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재정 압박이 심해진다고 불만인 모양
인데 우리는 이름이며 상징물이며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요컨대 흡수되는 대학에 대해서
는 좀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T-검정 결과 교수집단의 실체프레임은 학생집단은 물론 직원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생집단의 손익프레임도 교수, 직
원집단 각각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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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통합문제에 대한 교명 존속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

해주지 않으면 언제 또 불만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다(C대학(교명폐지) 관계자 인터뷰,
2007.10.23).”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캠퍼스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 경쟁력을 찾는 것이 대
학통합의 핵심이다. 서로 윈-윈하자는 것이지 누가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니다. 또 서로에 대해 오해
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상대방
과 좋은 관계 유지 문제는 그 다음 순서 아닌가(J대학(교명유지) 관계자 전화 인터뷰, 2007.10.22).”

이렇듯, 교명이 유지된 대학의 구성원들은 열망프레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21.9%) 과정
(20.7%), 실체프레임(20.4%)도 언급 빈도가 높았으며, 이들 각 프레임의 중요도 인식 정도는 서로 그
비중이 유사한 특징을 보인 반면 특성(10.7%)과 성과(9.4%)의 차원은 상대적 중요도 인식이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한편, 흡수된 대학의 경우는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정(26.1%) 및 손
익프레임(20.8%)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을 말해 주었다. 아래
의 <표 3-4>와 <표 3-5>는 각 프레임 유형에 대한 두 집단(교명유지대학, 교명폐지대학)의 인식 차이
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설문의 질적 결과(순위)를 가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2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표 3-4> 집단통계량
유지/폐지
특성

과정

실체

열망

성과

손익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교명유지

36

4.3611

1.60629

.26771

교명폐지

36

4.0278

1.57636

.26273

교명유지

36

2.7778

1.14919

.19153

교명폐지

36

2.2778

1.36510

.22752

교명유지

36

3.1389

1.51474

.25246

교명폐지

36

3.4167

1.72999

.28833

교명유지

36

2.3611

1.45706

.24284

교명폐지

36

3.4722

1.57636

.26273

교명유지

36

4.7778

1.43649

.23941

교명폐지

36

4.9722

1.15847

.19308

교명유지

36

3.5833

1.77884

.29647

교명폐지

36

2.8333

1.52128

.25355

<표 3-5> 두 집단(교명유지, 폐지) 간 인식 차이(T-검정)

Frame

Levene’
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F

열망

Equal variances
assumed

Sig.
.113

t

.738

Equal variances
not assumed
손익

Equal variances
assumed

2.543

t-test for Equality of Means

.11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df

-3.106

70

-3.106

Sig.(2-tailed)

Mean Difference

.003＊

-1.11111

69.571

.003

-1.11111

1.923

70

.059

.75000

1.923

68.355

.059

.75000

주: 1) ＊= P<.05
주: 2)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두 프레임은 유의확률0.05 이상으로 등분산(Homogeneity of Variances)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프레임은 95%이상 신뢰수준에서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 집단 모두 과정프레임을 강하게 인지하면서도 흡수하는 대학은 열망프레임을, 흡
수되는 대학은 손익프레임28)을 상대 집단에 비해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말해준다.29) 그렇다면 흡수되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과정, 손익프레임을 대학통합의 문제에서 이렇게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통합과정의 경험과 소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
한 답변 내용은 이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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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통합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소속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한다. 부산대 밀양캠
퍼스처럼 그나마 교명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교명
이 어색하고 그렇다(중간 생략). 소위 더 잘 나가는 대학의 소속이 되었으니 더 좋다고 하는 친구들
도 있지만 그래도 이름이 없어지면서 왠지 먼 이방인이 된 것 같다 (C대학(교명폐지) 관계자 인터뷰,
2008.2.18).”

“통합할 때는 말로는 똑같이 대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졸업장 하나 주지
않으려 하고 증명서나 이런 것들 뽑는 것도 굉장히 차별받는다. 지금 와서 생각 해 보면 이름을 포기
하면서까지 합치는 것은 옳지 않았던 것 같다. 이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라서 모교의 이름은 유지
되어야 옳다(마치 한일합방과 같다고 본다)(C대학(교명폐지) 관계자 인터뷰, 2008.2.19).”

이렇게 교명이 없어진 대학30)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통합은 마치 주권을 잃어버린 국가처럼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매우 불리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모교에 대한 정체성
상실이 이미 자리 잡은 손해프레임을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명의 문제는 대학구
성원들, 특히 흡수되는 대학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통합과정에서 교
명 선정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부각된 다수의 사례들31)을 볼 때 대학통합의 추진 주체는 통합대학의 교
명 선정시 흡수되는 대학구성원들이 모교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막연한 피해의식(정체성과 손익의 혼
합프레임(Identity and Loss Frame) 활성화)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손익프레임의 경우는 유의확률0.059로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다소 간 인정할 수 있다.
29) 순위가 아닌 양적 자료(%)의 검정 결과도 이와 유사했으며, 전술한 구성원별 차이 검증 결과와 비교할 때 열망프레임 이외에는 95% 이
상 신뢰수준에서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실증되지 않아 구성원별 대응전략의 갈등관리적 함의를 보다 크게 하였다.
30) 청주과학대(충주대 증평캠퍼스), 천안공과대학(공주대 천안캠퍼스), 성심외국어대(영산대 부산캠퍼스), 원주대(강릉문화산업대) 등이
그 예이다.
31) 교명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주대나 통합 이후 교명변경을 둘러싸고 대학 측과 지역의회가 맞서는 등 지역갈등으로 심화된 강릉
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2006년 당시 원주대가 강릉문화산업대로 개명되어 통합된 이후 2009년 강릉원주대로 교
명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원주시의회와 대학 간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 등(연합뉴스, 2009.2.3) 통합과정에서 교명선정 문제는 단순
한 명칭선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이슈로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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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 공무원과의 인식 비교
<그림 3-5> 통합문제에 대한 교육부 공무원과의 인식 비교(순위)

<그림 3-6> 통합문제에 대한 교육부 공무원과의 인식 비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 본 통합대상집단 구성원 모두와 정책결정 및 집행의 공식적인 담당자로
서 교육부 구조개혁팀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프레임 중요도를 살펴 본 결과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32) 먼저 정책대상집단인 각 국립대학들이 정책의 추진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여 현행
통합절차의 개편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책담당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극히 미약하였
다. 또 대상집단 모두가 통합으로 인해 야기될 다 양한 손해와 이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통합문제에
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기는데 비해 담당자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대학구조개혁 및 통합정책이 현장 중심의 상황 적응적 집행이 되지 못하고 대상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그러나 이 경우는 전술한 분석 결과와는 달리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 수에 있어서 3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에 응했
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정책을 기안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담당자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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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책수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은 다른 프레임 유형에 비해
열망프레임과 실체프레임의 상대적 중요도 인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조개혁팀장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책집행을 주도하면서 각 대학구성원 간, 그리고 학과 간 갈등의 골이 너
무 깊어 과연 애초에 생각했던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이어 각 대학의 최고 책임자들(총장)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
정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여 실체프레임 또한 강조하였다.

“대학통합정책의 담당자로서 대학 간 이해관계 대립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정책목표
의 실현 여부에 대한 걱정이 될 정도이다. 이렇게 얽혀 있는 난제들은 각 대학총장들이 앞장서서 해
결할 수밖에 없다. 해당 대학총장들이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교육부 구조개혁팀장 전화인터뷰, 2007.10.26).”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은 정책수용자 집단에 비해 특성프레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대학구성원 간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의 행동특성이 변화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대상집단은 통합에 따른 손익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과정의 재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IV.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대학통합과정의 재설계 방향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내 구
성원별 인식구조를 검토한 결과 세 집단 공히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진과정상의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의 구성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확대33)하는
것은 물론 각 집단의 주요 프레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내용의 추진과정 보완 및 재설계가 요구된다.
즉, 학생집단의 경우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례처럼 통합에 대해 단순히 찬반 여부만을 묻는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의견수렴은 통합 논의 초기에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실제 사례나 인터뷰 내용 등을 볼 때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되는 찬반투
표나 공청회 등 형식적 절차는 오히려 합리적인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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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투표에 앞서 학생의 입장에서 학사, 수업, 학적, 진로 등 통합에 따르는 각
종 변화내용과 그에 따른 장, 단점들을 세세히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으로 인해 야기되
는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인 설득과정이 이루어져 학생들
의 손해프레임을 재프레임(Reframing)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은 일회성, 단방향으로 이
루어지기보다 학생집단이 충분히 통합에 따른 변화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진행할 필요
가 있다.34)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요 프레임으로서 통합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고 더 나아가“대학통합은 학교 전체의 이익”
이라는 이익프레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셋째 교수, 직원집단에 비해 학생집단의 특성프레임(부정적)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검증 결과에
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추진행태와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특히 흡수되는 대학 학생들
에게 만연된 불신 풍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
(Task Force Team)을 구성, 학생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통로를 단일화하고 그 기회를 확대하는 한
편 공식적인 장소 이외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추진집단에 대한 부
정적 특성 인식을 완화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또한, 교수집단의 경우는 과정과 실체의 혼합프레임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직원과는 다른 방향의 추진과정 재설계가 요구된다. 첫째, 교수집단 역시 본부 측에서 통합의 명분과
핵심사안 등을 선점하여 공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합이슈들 가운데 무엇이 통합의 실체이고 쟁점
사안인지에 대한 자율적인 합의형성을 돕는 절차가 추진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통합 사안들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수집단의 주요 관심사로서 통합의 실
체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제고될 수 있고 설령 합의형성이 어렵더라도 통합 이후 잠재적인 갈
등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만 이러한 핵심이슈에 대한 합의과정은 상이한 이해
관계로 인해 합의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므로 토론진행의 경험이 많
고 총장 등 통합추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에게 절차의 진행을 전담시킬 필요가 있으
며, 전담자에게 절차 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경우는 중요도 상위 순위로서 과정(26.1%), 열망(19.0%), 손익프
레임(17.2%)이 다른 프레임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즉, 교직원들에게는
단기적인 성과의 성취를 강조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통합의 비전제시와 함께 조직구성 등 직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변화들을 충분히 공지하고 근무환경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설득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표성 있는 학생집단과의 만남을 정례화 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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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명 존속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결과 교명이 폐지되는 대학구성원들의 손익프레임 활
성화는 교명이 없어짐으로써 오는 모교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합본부 측은 흡수되는 대학의 교명을 새롭게 개명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기보다 해당 대학 간 교육
및 연구기능의 조정이나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 등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교명은 부산대 밀양캠퍼스의
예처럼 캠퍼스 형태로 유지시켜 해당 대학구성원들의 손해프레임 활성화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갈등관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흡수되는 대학은 폐지되거나 규모가 감축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정체성 상실 등 기본적
으로 상당한 피해의식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통합의 실천 목표와 절차적 과정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여
러 차례 통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설득을 바탕으로 통합과정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손익프레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집단에 대해서는 대학통합 이후 얻어지게
될 실질적인 이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통
합 이후 이들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과 정체성 혼란은 매우 심각하여 추후 대학통합갈등의 잠재적 요
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반면, 흡수하는 대학구성원들은 열망프레임과 더불어 과정, 실체프레임의 인식 강도가 높았는데 이
는 이들이 단기간의 물리적 통합보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합추
진 주체는 이러한 인식적 특징을 감안하여 흡수하는 대학구성원에게는 먼저 장기적인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핵심이슈에 대한 민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 론

지금까지 대학통합 정책의 집행 현장을 프레임 분쟁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학통합 정책의 성공적
인 집행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통합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구조상 특징을 프레임 개념
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학통합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통합현
장에 대한 미시적인 이해를 기초로 통합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내면적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
다 적실성 있는 갈등관리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구성원별 집단 프레임 분석 결과 교수, 직원, 학생 등 세 집단 모두 통합절차와 과정상 흠
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우선 이에 대한 보완이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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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단 간 인식 차이에 근거한 맞춤형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바 통합과정에서 과정, 손익프레임이
활성화되는 학생집단에 대해서는 통합에 따른 다양한 변화내용과 피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
을 손해의식이 재프레임(Reframing)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함께
통합본부 측과의 쌍방향 소통기회 부여를 정례화 함으로써 학교 측에 대한 부정적 특성프레임 활성화
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과정에서 과정과 실체프레임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교수집단에 대해서
는 여러 통합 이슈들 간 우선순위에 대해 자율적인 합의형성과 동일한 문제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개방
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토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보
완 장치도 아울러 필요하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합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비전 공유와 함께 근
무환경의 안정성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이들의 인식적 특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명이 폐지되는 대학구성원들은 모교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손해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통합을 추진하는 진영에서는 기존의 교명 유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논의의 중심을 교육, 연
구 등 통합대학의 기초적인 기능 분산 문제에 할애하고 통합에 따른 장, 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
여 흡수되는 대학구성원들의 피해의식과 불안감을 최대한 저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흡수하는 대학구성원의 경우 통합과정에서 열망프레임이 가장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단기간의 통합을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핵심이슈에 대한 합
의형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공무원들은 실제 통합 대상집단의 인식구조와 부조
화된 측면이 많아 정책담당자와 정책수용 집단 사이에 이에 대 한 상호 이해와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상
호 간 노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따라서 통합본부 측은 교명 유지를 전제로 특히 흡수되는 대학의 학생집단과는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통합에 따른 손해, 이익의 역학관계를 충실히 설득하고 흡수하는 대학의 교수집
단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통합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자율적인 논의의 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대학통합 추진전략을 구성원별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섯째, 위와 같은 맞춤형 대응전략은 통합정책 수용의 인식적인 주체로서 대학구성원의 손해프레
임(Loss Frame)과 부정적 특성프레임(Negative Characterization Frame) 대신 이익프레임(Gain
Frame)과 긍정적 특성프레임(Positive Characterization Frame)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것은 물
론 통합문제의 실체(Substantive Issues)에 대한 합의와 통합의 내면적이고 궁극적 가치 실현에 대
한 기대감(Aspiration Frame) 형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합갈등 현장의 프레임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결국 이러한 통합갈등 현장의 프레임 분쟁(Frame Disputes) 완화는 대학구성원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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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통합추진 주체의 대학구성원별 대응전략

<교수집단>
·핵심사안의 자율
적인 토론 기회
부여
·효과적인 토론 진
행 지원

대립적
인식구조

<학생집단>
·피해사항의 구제
방안 반복 제시

대학통합
추진주체

·통합의 장기적 비
전 제시

·의사소통의 통로
단일화/정례화
·교명 유지 보장
(흡수되는 대학)

·통합비전의 공감
대형성 유도
·근무환경의 안정
성유지 설득

<직원집단>

“대학통합은 윈-윈 전략”
이라는 상생의 상위프레임(Win-Win Meta Frame)을 새롭게 공유하도록
하여 장차 해당 대학 간 완전한 화학적 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의를 기초로 한 대학통합 등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
조개혁의 목적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의 통합정책 수용과 화학적 융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대학통합정책의 집행에 있어 기존의 하향식 접근보다는 구성원별 대응전략
등 위에서 도출된 논점들의 이해를 기초로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
합과정은 물론 통합 이후에도 잠재적 갈등의 발현을 예방하고 대학의 재구조화를 조속히 실현하여 대
학 경쟁력 제고 등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유
인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유인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통합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구성원별 갈등관리에 초점을 둔 대학통합
과정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갈등 비용을 저감시킴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 간 분쟁의 가능
성을 우려하여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기존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러한 지침의 활용을 주관하고 대학통합 갈등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 아래 대학통
합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면 통합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통합 이후의
계획이나 학생 정원 감축 정도와 함께 통합지침의 준수 여부를 각종 행, 재정적인 지원과 연계시킨다
면 대학통합과정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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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후 연구 과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통합의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심층면접을 통해 각 프레임들이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구축되었고 이러한 인식적 특징이 실제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합의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갈등과정에서 혹시 특정 집단의 프레임이 변화되었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정책수용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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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는 기초 지자체를 지렛대로 하여 평생학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평생교육
사업이다. 평생학습도시의 확산과 함께 그 동안의 연구는 추진모형 연구에서 성과분석 연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성과분석이 국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에 맞춰져 있어 기초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를 기초 지자체가 취해야 할 제도의 성취로 보고, 정책관점으로 평
생학습도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Putnam(2000)이 제시한 지방정부 제도의 성취 측정방법으로 정책 과정,
정책 공표, 정책 실행, 지역민의 평가 등 4가지 분석 영역을 설정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 당시와 5년 후를 비교분
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조직에서 양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 측면
에서 내부 운영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둘째, 정책 공표를 보면 평생학습조례의 제정,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참
여 등에서 정책 결정이 활발하지만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는 입법 혁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책
실행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부족하였다. 넷째, 지역민의 평가
와 관련해서는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는 향상되었지만 지역의 고유성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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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elong learning city refers to a lifelong learning system carried out by basic local autonomies.
Studies on the lifelong learning city have been changed from the studies on the initial model of projects
to the studies on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analyses. However, since performance
analyses were tailored to the national creation policies of lifelong learning city, it did not have influence
upon the policy-making by basic local autonom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ifelong
learning cities from the aspect of policies, by regarding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as the
performance of lifelong education system. By establishing such four analytic areas as policy process,
policy publicity, policy execution and local residents evaluation presented by Putnam(2000) as
measuring methods of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ystems, the investigator compared the year of
lifelong learning city designation with five years late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olicy process,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s were quantitatively stable, but its internal operations
were qualitatively problematic; second, as for policy publicity, such policy-makings as legislation of
lifelong learning ordinance and participation in the creation project of lifelong learning city were
active, but it did not develop into the legislative innovation which presenting new educational models;
third, as for policy execution, the increase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was positive, but the
improvement of program was insufficient qualitatively; and fourth, as for local residents evaluation,
the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ng in lifelong learning was improved, but the activation of lifelong
learning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un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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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주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개인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점에서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 지방자치, 지역개발 등을 복합적
으로 함의하고 있는 메타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식경제와 학습경제의 중추로 부상한‘도시’
가
국가경제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재이고, 문화적 발달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평생학습도시’
는 이러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개발·관리하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 발달은 시민들의 학습을 분발하는 학습도시의 건설 과정이다. 아테네, 알렉산드리
아, 다마스커스, 예루살렘 등은 학습도시라 불러도 손색이 없으며,“도시가 사람을 교육한다”
는 말은
이미 아테네에서 출발하고 있다(이희수, 2003). 1968년 Hutchins의 학습사회론에서 촉발된 학습도
시는 학습타운, 학습지역, 학습공동체 등의 용어로 파급되었으며, 1979년 일본 카께가와시의 평생학
습도시 선언과 1992년 Gothenburg시에서의 OECD회의 개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광명시가 1999년 3월 9일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였고, 2001년부터 정부 주
도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전개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선언에서 촉발되어 국
가평생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햇수로 만 10년을 맞았으며, 그 과정에
서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그 언어적 함의의 복합성만큼이나 다양한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조성사업 초기에는 평생학습도시의 추진모형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희수 외, 2002; 이
희수, 2003; 김신일, 2004; 권인탁, 2004; 양흥권, 2005)가 중심이었으며, 점차 사업성과에 대한 평
가(김수구, 2007; 변종임, 이경아, 2007; 양흥권, 2008)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도시에 대
한 실제 추진사례를 광역단체 수준(이혜숙, 2008; 손승남, 2009)과 기초단체 수준(김남선, 안현숙,
2006; 강환실, 원성수, 2008)에서 분석하였고, 일본 카케가와시를 비롯한 외국의 학습도시 사례분석
(이희수, 2004; 양흥권, 2005; 변종임, 이경아, 2007; 김수구, 2007)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성과분석은 분석방법에 따라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한 연구(권인탁, 2008),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에 의한 연구(박혜영, 2009), 사회적 자본론을 통한 연구(이창기 외, 2010) 등의 논문이 있
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춘 변종임 외(2005)의 연구와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
도시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여 성과를 평가한 고영상(2008)의 연구와 같은 정책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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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조성사업 초기의 평생학습도시 추진모
형 연구와 국내외의 사례연구가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성과 중심 논의는 실행주체인 기초 지자체의 관점이 아닌 지원세력으로서 국가 수준
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평생학습도시
연구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관점이 주변화 되었다.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기반
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실제 지역 수준에서 어떻게 법제화·공표·실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
는 것은 평생학습도시의 이념인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실현을 판단하는 일이다. 지방정부의 평생학습도
시 정책과정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지역주민의 평가를 받는가는 그 운동의 효과
와 목적 성취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
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성취로써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Putnam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자본이라는 정책담론을 대중화하였다
(Blanchard, Horan, 2000; Baron, et al,. 2006; 김상준, 2004; 김인영, 2008). 그의 저서
「Making Democracy Work」
는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지역발전 차이가 지방자치제도의 경과에 따
른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인하며,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정책공표, 정책실행, 지역민 평가 등 4가지
의 측정지표가 분석기준임을 제시하였다(Putnam, 2000).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주체가 기초 지자체에 있다는 점, 평생교육의 이념이 지역사회교육
운동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Putnam이 제시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취 지표를
평생학습도시 성과의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한 기초
지자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가 제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이 지방정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2005년 당시와 5년 후 시점인 2010년의 사업지
표를 비교하는 종단분석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도시의 정책과정은 제도적 결정기구인 지자체
에 의해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에 관한 지역적
요구를 법제화하고, 평생교육정책에 대응하는 능력으로써 정책공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셋
째, 평생학습도시는 기초 지자체의 평생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넷째, 지자체의 평
생학습도시사업에 대해 지역민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Putnam의 지방정부 성취 측정 방법에 근거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추진과정 분석 | 37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선행연구
도시는 한 국가의 자원을 소비하고,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발달 측면, 한 사회의 문화를 나
타내는 결정체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심벌로서의 문화적 발달 측면, 국가의 기술 혁신과 국가 발전의
실천전략인 국가정책의 측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의 이념
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위와 같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문에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
에 참여하게 하는 사회를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신일(2004)은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사회내의 다양
한 교육기관과 주민의 학습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지
원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 단위의 주민 평생학습지원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모두 76개의 기초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였
다. 이로써 전체 기초 지자체의 32.8%가 학습도시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제
시된 평생학습도시는“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
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
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운동”
(교육인적자원부, 전국평생학습도시협
의회, 2008)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초기에는 추진모형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평생학습도
시에 관한 이론적 정립이 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전국 시·
군·구 단위의 기초 지자체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확대 혹은 보완의 방향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것(김수구, 2007)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현장 실무자들의 헌신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지속적·장기적으로 지원
하는 추진체제와 인프라, 사업수행과 평가에 관한 질관리체제가 미비하다는 점(변종임·이경아,
2007; 양흥권, 2008)에 따라 평생학습도시의 쟁송지대는 정책제언에서 성과분석으로 전환되었다.
그 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는 평생학습 참여율의 증가로 평생학습도시의 참여율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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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반면 비평생학습도시 참여율은 27.4%에 머무른다는 점, 기초 지자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사
회적 관심 증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증가하였고, 평생학습축제 참여인원이
2003년 15만명 수준에서 2006년 120만명으로 급증하였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관련 재정
투자의 증가로 도시당 평생학습 예산 평균이 2004년 9억 1,600만원에서 2006년 11억 3,300만원으
로 증대되었다는 점, 지역별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강화로 평생학습 전담조직 운영 도시가 증가하였다
는 점, 평생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양화로 학습도시당 평균 학습프로그램
수가 2001년 231개에서 2004년 405개로 증가하였다는 점 등으로 집약된다(이황원, 2008). 여기서
성과는 평생학습 참여율, 이벤트 참여인원, 재정 투자, 전담조직 운영, 학습프로그램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지표에 근거하여 병렬되어 있다. 이 점에서 협의개념의 성과지표는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나열이다.
고영상(2008)은 평생학습도시사업은 한마디로 이제까지 한국사회가 다루어보지 않은 정책사업 영
역으로 기존의 형식과는 다른 사업인 만큼 의도가 바람직하고 겉보기에 활발한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따
라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의 일반적 논리인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체계이론을 접근법으로 준용하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고유 특성에 따른 변인들을 반영하고, 변환 및 산출 과정을 이 사업의 목적,
수단, 사업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고영상의 성과 분석틀은 1차적인 나열을 넘어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근거하고,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성과분석에 유의미하다는 것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1년 3개 도시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국가적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갖는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기
초 지자체의 정책분석과 실행방안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변종임 외(2005)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과정의 성찰과 향후 발전 방향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개별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 투자와 확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 양적 접
근과 질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 평생학습도시 출범 당시와 조사 시점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점, 추진 시기와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 지표여야 한다는 점 등에 입각하여 평생학습
도시 운영 실태에 초점에 맞춘‘지역 환경 영역’
,‘투입 영역’
,‘과정 영역’
,‘결과 영역’등의 구분법
으로 평생학습도시 지표를 구성하였다.
변종임 외의 분석지표는 평생학습도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 경제성장, 인적자원개발,
사회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제시하고, 지역환경의 특성 변인까지 고려하여 지자체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변종임 외가 제시한 평생학습도시 지표 가운데 측정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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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생학습도시 지표 구성
구분
지역
환경

투입

과정

영역
인구특성

연령, 성, 학력, 직업, 소득

산업특성

산업구조, 산업별 종사자

교육여건

교육기관수, 교원수, 평생교육시설수, 종사자수

예산

지자체 평생교육예산

인력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사수, 강사수

조직

지자체 평생교육 행정조직, 평생학습센터(조직과 인원)

조례

조례 제정 현황

정보 인프라구축

홈페이지 구축 현황, 정보인프라 기반구축 및 관리 현황

추진체제

협의회, 운영위원회

리더십

지자체장의 노력, 지방의회의 지지

네트워크

네트워크수

관계자 연수

연수 횟수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별 수

평생교육행사

세미나 횟수, 축제 횟수

정보 인프라 운영

홈페이지와 정보 인프라 관리(조직, 인원, 예산)

삶의 질 향상

결과

구성내용

인적자원개발

사회통합

평생교육시설수 증감, 프로그램수 증감, 학습동아리수, 이벤트 횟수, 학습성과 발표회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
지역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수, 평생학습 자원봉사자수, 평생교육 자원봉사단체수, 창업교육프로
그램수, 자격취득자수, 직업능력향상에 대한 인식
소외계층 프로그램수, 시민사회단체 및 참여자수, 시민의식 고양 프로그램수, 지역사랑 프로그
램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자료 : 변종임 외(2005).“지역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p. 94.

것을 모두 활용하였다. 이러한 지표를 Putnam의 제도적 성취 분석틀과 연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평
생학습도시 정책이 갖는 제도적 성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Putnam의 제도적 성취
Putnam(2000)은 이탈리아 지방정치의 연구를 통해 시민생활(civic life)에 관련된 근원적 문제들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 남부와 중북부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취를 통
한 사회적 자본, 신뢰, 시민참여 등에 있다는 것이다. Putnam은 제도적 성취를 사회적 요구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정부가 정책을 선택, 실행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
고 환경에 반응하여 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Putnam은‘좋은 정부’
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좋은 정부로 이끌게 하는 제도의 성취도에 대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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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평가는 드물다고 문제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의 성공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평가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3가지의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모두 12가
지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3가지의 평가영역은 (1) 정책 과정, (2) 정책 공표, (3) 정책 실행 등이다. 정책 과정은 제도의 효과성
이 발휘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제도의 성취를
위한 정책의 내부적 과정으로 제도적 결정기구의 안정성, 예산 과정의 유효성, 운영 정보체계의 효과
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Putnam은 정책 과정의 세가지 측정 지표로‘내각의 안정성’
,‘예산
책정의 신속성’
,‘통계 및 정보 서비스’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정책 공표는 지방정부가 사회적 요구를 신속하게 찾아 밝히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영역이다. 이는 정책 과정에 대한 측정을 넘어서 정책 결정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상위 행정조직의 정책활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제도화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
한 능력은 특정한 제도에 있어서의 지자체간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Putnam은
이러한 정책 공표의 측정 지표로‘개혁 입법’
과‘입법 혁신’
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개혁 입법’
은
도시 구획으로부터 공공복지 근로자의 연수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분야의 입법 산출을,‘입
법 혁신’
은 상업의 합리화, 소비자 보호, 자발적 참여 서비스의 장려 등 뒤쳐진 지역보다 앞서나가는
입법의 도입을 예시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 실행은 지방정부의 평가가 구호의 수준을 넘어 실행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문제의 해결자 혹은 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점이다. Putnam은
지방정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보건소나 탁아소를 세우는 것과 같이 공언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는가
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지표로 탁아시설, 보건소, 산업정책 수단, 농업 예
산 집행 능력, 보건 정책 집행, 주택 및 도시 개발, 관료의 반응성 등을 예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utnam은 이러한 제도의 주창자와 지역민들의 평가가 일치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고 하여 지역민의 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제도의 성취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들이 지
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견해와 부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과 자치규범을 연결하고, 이를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의 경과에 대입시킴으
로써 사회적 자본 개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상준, 2004). Baron et al.,(2000)은 Putnam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이며,‘Bowling Alone’
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개인간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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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형자산이자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
하였다고 설명한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분포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이창기 외, 2010). 영국의 평생학습도시연합회는 평
생학습도시가 사회관계와 제도관계의 힘을 활용하여 학습의 가치와 문화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Putnam이 지역 공동체의 이익 성취와 사회적 자본화를 담고 있는 지방
정부의 제도적 성취를 평생학습도시에 투여한다. 이에 따라 제도 성취도의 평가지표를 지방정부의 평
생학습도시 추진과정 평가로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평생학습도시라는 지방자치제도가 기초 지자체
의 정책활동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부평구는 2005년 8월 인천광역시에서 두 번째
이자 전국에서 스무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6년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5년 동안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부평구 평생학습도
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양흥권 외, 2006)에서 나타난 부평구의 평생학습 현황과 지역주민 의견조
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부평구 평생학습도시사업의 변화와 발전을
분석할 수 있었다.
평생학습도시 성과측정의 영역은 Putnam이 제도의 성취도로 제시한 ① 정책 과정, ② 정책 공표,
③ 정책 실행 등 부평구 평생교육정책의 추진과정과 부평구민의 평생학습 관련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④ 지역민의 평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변종임 외(2005)가 제시한 평생학습도시 지표 가운데 측정가
능한 항목을 연계하였다. 이를 각 영역별 세부지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과정은‘내각의 안정성’
에 대체하여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기초 지자체의 추진
체제로서 평생학습 전담조직, 평생학습 협의 및 지원체, 평생교육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예산책정’
과 관련해서는 부평구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예산을 조사하여 2006년과 비교하는 방식
으로 평가하였다.‘통계 및 정보서비스’
와 관련해서는 부평구 평생학습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평생학
습 통계 및 정보서비스를 2005년 부평구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서울 양천구, 성북구, 대구
달서구, 동구, 광주 남구 등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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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 공표는‘개혁 입법’
과 관련하여 부평구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입법의 일관성, 포괄성, 사
회적 반영도 등을 담고 있는가로 측정하였다.‘입법 혁신’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생학습도시 지원사
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에 부평구가 혁신적으로 참
여하여,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가로 분석하였다.
셋째, 정책 실행은 평생학습도시의 사업 추진내용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증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증가, 평생학습동아리와 이벤트의 추이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의 평가는 부평구 주민들의 평생학습도시 인지도, 평생학습 참여 목적, 프로그램
만족도, 운영기관 만족도, 평생학습 정보 획득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Putnam의 제도적 성취 측정영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정책과정 분석

본 연구는 지역민의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지표의 계량화를 위해 2010년 3월 8일부터 2010년
4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총 600부를 배포하여
473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가운데 유효 데이터인 401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전체 데이터의
66.8%이며, 수거된 데이터의 84.7%에 해당된다. 모집단인 부평구의 인구수는 56만명으로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유효 데이터는 401개로 95% 신뢰도 수준에서 허용표집오차는 ±5%이다. 또한, 평생학
습 예산과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같은 기간에 부평구 관내에 위치한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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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관과 22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모두 47부를 배포하여 43부가 수
거되었다. 주민 설문조사와 평생교육시설 설문조사의 분석도구는 SPSS 15.0이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평생학습도시 정책과정 평가
정책과정 평가는 지방정부가 평생학습도시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내부의 문
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정책과정 평가의 첫 번째 지표인 평생학습 추
진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평구는 2005년 8월 19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10
월 21일 평생학습 추진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업추진능력에 있어 신속한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주
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팀으로 운영하다 2010년 들어 청소년 및 도서관 사업을 아우르는 평생학습과
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 점에서 Putnam이 제시하는 정책과정의 첫 번째 지표인‘조직의 안정성’
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표 2> 평생학습조직 현황
평생학습도시

전담부서

전담인력

인천 부평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5

서울 양천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7

서울 성북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4

대구 달서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5

대구 동구

민원봉사과 평생교육담당

1

광주 남구

평생학습과

-

부평구 평생학습을 전담하고 있는 평생학습과는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내의 평생
학습 전담인력인 평생학습팀은 5명이다. 이는 2005년에 부평구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보다는 2명 모자라지만 대구 달서구와는 동일하고, 서울 성북구, 대구 동구 등보다는 많은 숫자
이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전담조직 구성 시기, 조직 확대, 전담인력수 등을 통한 부평구 평생학습 전담
조직 평가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협의 및 지원체제를 살펴본다. 평생교육법 제 14조는 기초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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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어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해 시시·군·자치구평생
교육협의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부평구는 부평구 평생학습조례를 통해 2005년 12월 평생학습
의 협의·조정·자문 역할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2005년 8월
이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일반적인 정책 과정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표 3> 평생학습지원체제 현황
평생학습도시
인천 부평구

협의체 및 지원체

구성 시기

평생교육협의회,

- 2005년 12월 협의회 구성

평생교육분과위원회

- 2009년 9월 위원회 구성

평생학습정책협의회,
서울 양천구

평생학습실무위원회,

- 2005년 5월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구성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서울 성북구
대구 달서구

평생학습협의회

(해당사항 없음)

평생학습협의회,

- 2005년 6월 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실무협의회

- 2006년 8월 실무협의회 구성

대구 동구

평생학습협의회

(해당사항 없음)

광주 남구

평생학습추진협의회

- 2004년 8월 협의회 구성

부평구는 이 밖에도 2009년 9월 들어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평생학습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실행역할을 담당할 부평구 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표 4> 평생학습기관의 평생교육인원수 증감 추이
기관명

(단위 : 명)

직원수
2006년

2010년

북구도서관

32

북부교육청

7

평생교육사수
증감율

2006년

2010년

증감율

32

-

2

2

-

15

53%

1

1

-

부평도서관

27

27

-

1

1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32

38

16%

-

1

100%

한국폴리텍Ⅱ대학

3

3

-

1

1

-

인천여성문화회관

23

25

8%

4

3

-33%

부평기적의도서관

11

6

-83%

-

-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18

14

-29%

1

-

-33%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5

16

69%

-

-

-

부평구노인복지관

10

15

33%

-

-

-

부평국민체육센터

25

33

24%

-

-

-

합계

193

224

14%

1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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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협의 및 지원체를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 양천구가 3개 체제, 대구 달서구 2개 체제 등이
며 나머지 도시는 모두 1개 체제로 되어 있어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협의 및 지원체제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인력의 척도로는 평생교육사 인원수를 들 수 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실
무자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자에 대한 상담,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평생학습사업의 투입 지표(변정임, 2005)가 된다.
본 연구는 부평구 관내 주요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수와 평생교육사를 지표로 2006년 1
차 종합발전계획 수립(양흥권 외, 2006)시 종사자 현황과 2010년 기관 현황 조사시 종사자 현황을 비
교하였다. 5년 기간 동안 비교 대상이 되는 11개 기관의 평생교육 직원수는 193명에서 224명으로
14% 증가하여 인적자원의 수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사의 인원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오히
려 줄어들어 지난 5년간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확보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평생학습기관의 예산 증감 추이
기관명

(단위 : 천원)

예산액
2006년

2010년

증감율

부평도서관

67,469

1,099,388

94%

부평기적의도서관

70,450

29,940

-135%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954

27,000

96%

갈산종합사회복지관

165,280

143,669

-15%

부평구노인복지관

46,625

668,308

93%

부평국민체육센터

1,000,000

1,401,703

29%

합계

1,350,778

3,370,008

60%

정책과정의 두 번째 지표인 평생학습 예산 항목을 살펴본다. 투입요인에서 재무자원의 성격을 갖는
평생학습 예산 지표는 지난 5년간 부평구 관내 6개 기관의 예산 증감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6년 대비 2010년에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평생학습의 정책과정에서 재무자원의
투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전체 평생학습기관
의 예산을 비교하지 못한 것이 본 결과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세 번째 평가지표인 정보서비스를 살펴본다. 평생학습 정보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종합정보망을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 평가지표는 각 사이트에서 서
비스하고 있는 메뉴명 가운데 6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뉴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이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평구 평생학습종합정보망은 포탈사이트 검색, 강좌정보, 강사은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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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평생학습종합정보망 비교분석
구분

부평구

사이트 검색
업데이트
강좌정보

양천구

성북구

달서구

동구

남구

●

●

●

●

●

◑

●

●

●

●

○

●

검색기능

●

●

◑

●

●

●

수강신청

●

●

●

○

○

●

강사은행

●

◑

○

●

○

●

학습동아리

●

◑

○

●

○

●

●

●

●

●

●

●

◑

◑

○

◑

○

○

기관정보
업데이트

자료제공

자료량

◑

◑

○

◑

○

○

상담기능

◑

○

○

●

○

○

질의응답

◑

○

○

○

○

◑

공지사항

◑

●

●

●

◑

●

커뮤니티

○

○

○

◑

○

◑

방문자수

◑

●

●

◑

○

●

사이버학습

○

○

◑

●

○

●

학습상담

자료 :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표로 재구성함(●:양호함, ◑:보통임, ○:저조함).

습동아리 정보, 교육기관 정보 등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서비스는
업데이트에 있어 신속하지 못하고, 자료량도 많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었다.
학습상담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담기능을 갖추고 있
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생학습 통계 및 정보서비스는 2005년 평생학습도시
로 지정된 6개 자치구 모두 부분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
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평생학습도시 정책공표 평가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연구하는 것은 기초 지자체의 평생학습제도의 기반인 조례와 정책 프로그램
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Putnam은 이를 지방정부가 사회적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혁신적인 해결
책을 제안하고, 법제화된 법안에 포괄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문
제제기하였다.
정책공표의 첫 번째 지표인 개혁 입법으로써 평생학습조례를 살펴본다. 이희수 외(2008)는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이 교육행정 단일 추진체제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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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함께 하는 복수추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 추진체제 개편에 적합한 평생
학습 조례 참고안을 제시하였다. 부평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직후인 2005년 9월 23일에 평생학습도
시 동판 및 인증서 전수와 함께 부평구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 11월 13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법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
<표 7>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참여자수

4,220

6,925

6,290

6,895

사업비

15,000

36,000

52,000

30,000

운영실적

3건

3건

4건

5건

자료 : 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 내부자료

이에 따르면 부평구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평
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제 12조)을 명시화하여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입법의 창의성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희수 외의 조례 참고안과
비교하여 용어의 정의가 빠져있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 21조 2항 및 3
항)과 학습자 안전 보험 가입(법 제 28조 제 3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공표의 두 번째 평가지표인‘입법 혁신’
으로써 중앙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
능력을 살펴본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2006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57개 도시를 대상으
로 2002년부터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 사업
을 전개하였다.
부평구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하부사업 가운데 공모 가능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07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200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
업은 2006년부터 매년 선정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선정되
었다는 점과 2008년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전체 57개 대상 도시 가운데 25개
도시인 44%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3. 평생학습도시 정책실행 평가
Putnam은 정책실행을 구호의 수준을 넘어 실행된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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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건소나 탁아소와 같은 실제적 건립 활동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점에서 평생교육시설은 지
방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시설의 증가는 평
생학습정책의 실행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8> 평생교육시설 증감 현황
분 류

2005년

2010년 4월

(단위 : 개소)

신설기관명

증감률

50%

교육청

1

1

도서관

2

3

부평기적의도서관

-

박물관

-

1

부평역사박물관

아트센터

-

1

부평아트센터

문화원

1

1

여성문화회관

1

1

노인복지시설

1

2

부광노인대학

50%

사회복지관

2

4

부평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50%

장애인복지관

1

1

체육센터

1

2

삼산월드체육관

기 타

-

1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

50%

대 학

1

1

-

합 계

11

19

72.7%

부평구는 200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2009년까지 모두 8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설되어 5년
동안 7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설기관을 보면 도서관, 박물관, 아트센터, 사회복지관, 체육관
등 평생학습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책실행의 두 번째 평가지표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세부항목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수
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부평구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2006년 570개에서 2009년 672
개로 17.9%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평생교육기관의 증가를 감안한 기관당 프로그램수는
2006년 40.7개에서 2009년 37.3개로 줄어들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는 크게 개선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평생학습 프로그램 증감 현황
연도

(단위 : 개)

기관수

프로그램수

기관당 프로그램수

2006년

14개소

570

40.7

2009년

18개소

672

37.3

다음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증감을 살펴본다. 부평구는 2006년 이후 매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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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원 동아리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4개소로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
엔 20개소로 늘어났는데 사업비를 7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부
평구 관내 동아리는 2006년 23개에서 2010년 4월 현재 46개소로 100% 증가하였으며, 연간 참여인
원은 4만 1,058명에 이르고 있어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평생학습 이벤트는 2006년 86개에서 2009년 81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참여인원
또한 2006년 16만 5,196명에서 2009년 8만 2,48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6년에 부평기적의도
서관이 신축하여 모두 32건의 이벤트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벤트수가 집중적으로 몰린 경
향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4년간의 기간 경과를 고려할 때 부평구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평
생학습 행사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평생학습도시 지역민의 평가
지역민의 평가에서 첫 번째 지표인 평생학습도시 인지도를 살펴본다. 이는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
로 지정된 사실을 구민들이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200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실
시된 설문조사에 이어 2010년에도 동일한 항목의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부평구민들의 평생학습도
시 인지도는 2006년에 29.6%에서 2010년엔 30.3%로 0.7% 포인트 상승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5년
간의 시간 경과를 고려하면 평생학습도시 인지도의 상승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평생학습도시 선정 인지도 변화
2006년

2010년

변화추이

29.6%

30.3%

0.7% point

다음으로 평생학습 참여 목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6년에 비해 부평구민의 여가활용에 대한 요
구가 줄어들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아실현, 사회적 인정 등을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자 하는 욕구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평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문화예술을 위주로 한
여가활용으로 운용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11> 평생학습 참여 목적의 변화 추이
연도

지식습득

여가활용

자아실현, 사회적 인정

2006년

28.1%

30.2%

41.8%

2010년

30.4%

13.0%

54.4%

변화추이

2.3% point

-17.2% point

12.6%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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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부평구민의 만족도 증감 추이를 살펴보았다. 부평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2006년 만족도가 58%에 머무른 반면 2010년엔 78.2%
로 올라 부평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2>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추이
연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합계

2006년

16.0%

42.0%

58.0%

2010년

25.4%

52.8%

78.2%

변화추이

9.4% point

10.8% point

20.2% point

부평구민들의 평생학습기관 만족도는 2006년 대비 2010년에 6% 포인트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
나 만족도의 비율이 54.1%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평생학습기관의 운영에 서
비스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평생학습기관 만족도 추이
연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합계

2006년

12.4%

35.7%

48.1%

2010년

22.5%

31.6%

54.1%

변화추이

10.1% point

-4.1% point

6.0% point

마지막으로 부평구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2006년에 비해 인터넷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인터넷의 경우 2006년 21.8%에서 2010년 28.6%
로 6.8% 증가한 반면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은 2006년 26.1%에서 2010년 13.8%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부평구 평생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홍보 방법으로 현수막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단지와 포스터를 포함하면 전체의 43.1%에 달해 구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정보 경로의 불일치는 평생학습 예산의 낭비와 지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에 장
애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평구 평생학습사업의 커뮤니케이션 성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논의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도시의 제도적 성취에 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정책 과정을 살펴볼 때 평생학습의 투입요인이 전체적으로 분배되지 못함에 따라 산출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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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부평구는 평생학습과 신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평생학습기관 직원수 증가, 평생학습기관 예산 증액 등이 이루어져 Putnam이 지적한 조직의 안정성
과 예산 책정의 신속성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정보 서비스 측면에서는 학습상담, 커뮤니티, 방문자수,
자료 업데이트, 사이버학습 등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투입과 산출이라는 전체의 관점으로 조망해 보면 앞서 제시한 정책과정의 성과가 평생학습조
례 개정, 평생학습 조성사업의 유치 등 정책공표로 이어지고 있고, 평생교육시설 증가, 학습동아리수
급증,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등 일부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부평구민의 평생학습도시 인
지도 정체,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만족도 지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커뮤니케이션 장애 등 여전히 해
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실행력을 정책 과정, 정책 공표 중심에서 정
책 실행 쪽으로 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기초 지자체의 평생학습 추진체체가 보다 더 지역주민들에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생학습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미흡이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평생
학습도시라는 제도적 혁신과 5년간의 하드웨어의 양적,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과가 창
출되지 못하는 원인은 재무자원, 물적자원 등의 투입에 비해 인적자원의 투입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인적자원의 문제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교육사가 감소하고, 평생학습 종합정보망의
유지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책실행 측
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수가 정체되고, 평생학습 이벤트가 감소하며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 경로
에서 불일치가 벌어지는 것도 이러한 인적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부평구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까지 재정과 시설로 평생학습도시를 개발해 왔다면 앞으로는 평생학습도시를 가꾸어갈 인적자원
을 개발할 차례가 된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을 둘러싼 기초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불일치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부평구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하
지만 평생학습 종사자들은 현수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둘간의 커뮤니케이션
불일치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향후 평생학습사업의 성과 창출에 심각한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확산이
론을 창안한 Rosers(1995)는 시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새로운 일, 즉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
는 수단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도시는 현수막이 아닌 인터넷으로, 나아가 새로
운 통신매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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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Putnam의 측정지표를 통한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제도 성취도를 정책 과정, 정책 공
표, 정책 실행 등 정책영역과 지역민의 평가라는 반응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도시는 지난 10년 동안 기초 지자체내에 평생학습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중앙정부에서 제
시하는 제도적 기반 및 지원사업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의 조직적, 제도적, 시설적 측면의 변화와 발전에서 성취를 이루었다
면 평생학습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평생학습 정보서비스의 개선, 평생학습 이벤트를 통한 지역주민
의 참여 촉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도시 인지도 향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향상, 기초 지자체
와 지역주민간의 평생학습 관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과정은 평생학습조직에서 양적으로 안정
성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 주도의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최우선 과제(World Bank, 1999)가 되어야 하며 양적 개
발 대신에 광의의 구조적이고 질적인 접근을 강조(OECD, 1999)하게 된다. 평생학습 정보의 체계적
서비스를 통한 지역 기반 지식공유, 평생학습의 질적 담보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공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평생학습조례의 제정, 평생교육정책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
습도시 지정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의 포괄성을 넓히면서 전통
적인 평생학습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학교 밖의 새로운 교육모델(Knapper & Cropley, 2000)을 제시
하는 입법 혁신을 꾀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주민의 새로운 요구를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입범의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셋째, 정책 실행은 평생교육시설의 증가에 걸맞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학습 동
아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ESCO의 1996년 들로르
위원회의 보고서‘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에서 제시하였듯 교육의 기초로서 알기위
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강화(Aspin &
Chapman, 2007)가 요구된다. 또한, 비학습자, 전통적 학습자의 수준에서 영구적 학습자(Field,
2006)로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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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여가 활용에서 자아실현
및 사회적 정체성 등으로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만족도 향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의 고유성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는 부족하였다.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
식에 비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평생교육시설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도 유관성을 갖는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평생교육정책이 제도의 성취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책이 지역민에게 인지되고, 활용될 수 있는 소통의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Putnam은 개념의 이론가라기 보다 적용의 이론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Putnam이 제시한 분석
모형이 20년간의 이탈리아 주정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획기적인 연구업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념적 얼개와 이론 정립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특히,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시민사회
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국가 수준의 정치 활동과 국가영역의 주도성의 위상이 희석화되는 한계점을 갖
는다. 본 연구도 Putnam의 분석모형을 따르다보니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이 기초 지자체에 미치
는 영향력을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Putnam의 제도적 성취 분석은 이탈리아 전역의 주정부를 대상으로 20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부평구에 국한된 것이며, 5년 전후의 시점을 비교하는 것에 그쳤다. 평
생학습도시가 전국에 76개 기초 지자체에 지정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추진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
지정된 연도의 시차에 따라 제도적 성취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못한 것은 향후 관
련 연구의 개선점으로 남겨둔다. Putnam이 제도적 성취를 통해 논의하고자 했던 사회적 자본 형성과
평생학습도시의 지향점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보다 연관성있게 논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개선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교육정책의 제도적 성취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평생학습
도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제도적 성취 분석에 적합한 객관적 자료는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적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으로서 병력식 측정지표를 넘어
평생학습도시의 정책과정 및 실행에 따른 지표의 개발, 국가 주도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넘어 기초
지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정책좌표의 정립, 평생학습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지
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종단연구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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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21세기 전 세계적인 행정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
이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 및 부처의 성과 측정과 관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행정
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했던‘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은 새로
운 공공조직의 관리방안으로 투입보다는 산출결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통하여 조직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관리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측정과 성과측정 결과를 적절하게 환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성과는 중요하며 관리되어야 한다는 철학에서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공공조직의 성과관리 추세를 반영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성과측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에서 행정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1)
전통적인 성과측정시스템은 상대적 불완전성, 정확성 및 중립성 결여, 역동적이고 다양한 근무환경
내에서의 균형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석환, 2006).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민간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와 같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령 BSC를 개발한 Kaplan and Norton(1996)은 공공부문에의 BSC 적용은 공
공기관으로서의 복잡한 조직특성에 맞는 지표와 성과관리 방법의 적용을 통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중요 영역별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
기관들의 기관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체제를 비교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시행하고 있는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환경
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제도의 실제를 비교하였다.2)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성 체계, 둘째, 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방법, 성과관리 과정,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
면에서의 8개 중앙행정기관간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관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행정의 이러한 특징을 Ostrom and Ostrom(1971)은 행정의‘측정불가능성(unmeasurability)’
이라고 부른다.
2)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담당자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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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이론보다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BSC 등 각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쟁점과 해결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제도시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고 향후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 운영과정의 쟁점과 분석모형
1.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
197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1980년
대 초부터 정부개혁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한부영·최은석, 2000; 오을임 외,
2002: 208). 성과에 대한 관심은 1990년 이후 다시 증가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 주 및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을 비롯하여 성과지향적
개혁은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chick, 1990; Cothran, 1993). 1993년에는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7개년 계획으로 GPRA를 추진하면서 성과주의 개혁의 이론과 실천기반이 정비되었다(Lee,
1997; Rubin, 1996; Melkers and Wiloughby, 1998; 이재원, 2002: 216 재인용).
성과주의 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제침체와 세계화의 압력, 그리고 관료 비효율성 등에 따른
정부에 대한 신뢰 감소 등으로 인해 추진된 것이다(이재원, 2002: 216).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정직성과 서비스의 성과 확보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정부활동의‘결과’측정과 공개가 개혁의 핵심이
었다.
Poister(2003)는 전 세계 정부가 처한 환경 및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의 6가지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외부 환경과 재정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 계획 및 모니터링,
둘째,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 보고, 셋째, 고객(다양한 이해관계자) 지향적인 정부 업무 수행, 넷째, 전
략과 구성원의 일체화, 다섯째, e-정부 형태의 효율적 프로세스 수행, 여섯째, 지속적인 (특히 전략적)
학습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평가제도는‘IMF 외환위기’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7년 말에 전환점을 맞게 되
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
을 경제적·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2001년「정부업무 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2006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 다시 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의 체계화, 국정전반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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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화, 부처의 자체평가에 입각한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 평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새로
운 법체계에는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창수, 2005: 1; 국경복 외, 2007: 32).

2. 성과관리제도 운영과정의 쟁점 요소: BSC의 경우
BSC는 Kaplan and Norton(1992)이 실제 의사결정은 재정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
보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고안한 것으로 고객 관점, 재정적 관점, 내부과정적
관점, 학습성장의 관점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과관리시스템이다. 그러나 재무적 성과 외의 다양한 성과를 균형 있게 측정한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널리 각광을 받아왔다. BSC는 네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에 주는 함의도 크며,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서 쟁점이 될
만한 요소를 포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BSC는 이전의 목표관리제
(MBO: Management by Objectives)가 지니고 있던 자율적 목표설정 방식과 최근의 성과계약제
(Performance Contract)가 지닌 자발적 책임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성과관리 시스
템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하미승·우은정, 2008: 257-258).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 특성에 부합되는 보다 진화된 수정모형(이석환, 2006: 3-4; 이석환, 2007: 142)도 등장하여
BSC의 구체적인 모습이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화되고 있다(하미승·우은정, 2008: 258). BSC의
공공부문 도입은 공공부문의 운영환경과 목적이 민간부문과는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는 다
른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
강황선(2005: 15-31)은 미국내 각 정부조직의 BSC 도입경험을 토대로 공공부문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조직 특성에 맞는 지표체계 설계,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 셋째, 조직구조와 업무배분에 대한 유연성 확보, 넷째, 운영전략 차원에서 단순한
기술중심적 성과측정을 넘어서 BSC를 통하여 폭넓은 조직내외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환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 한다는 것 등이다.
이석환(2006)은 부천시 BSC 적용사례 분석에서 지방정부의 BSC 구축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조
직관리 및 추진차원, 대시민 책임성 확보차원, 지표개발 및 관리차원, 평가기준 설정 및 관리차원의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외에도 국내 BSC의 도입 및 적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예를 들어, 김현기, 2003; 윤수재, 2005;
강황선, 2005; 이석환, 2006; 박영강 외, 2006; 최도림 외, 2006; 하미승, 2007). 남승하(2010a;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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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첫째, 조직관리 및 추진 차원에서 최고책임자의 지원과 관심, 시의회와
의 협조 및 동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장기간의 몰입과 인내, 성과관리 철학에 대한 이해, 둘째,
대 시민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시민주도형 정부성과, 운영성과의 인터넷 공개, 4가지 관점의 유지, 셋
째, 지표개발 및 관리차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역할, 지표간 인과관계, 과제관리, 우선순위 분석, 연두
업무보고와의 연계, 넷째, 평가기준 설정 및 관리차원에서 BSC 분석과 시범부서의 운영,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이 그것이다.
하미승·우은정(2008: 264)은 BSC를 공공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중요성 측면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 미션
및 목표와 그 성과지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 둘째, 정치적 참여자와 관계성 고려, 셋째, 국민 선택
고려로 지표설정이 사회적 선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행정의 최종적 수요
자인 국민 또는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핵심성공요소(Critical Success Factor) 및 핵심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등의 선정, 넷째, 복잡다양한 정부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계량적 요소를 반영한 질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필요성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SC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 운영과정의 주요 쟁점과 성공적인 정착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지적하
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미션, 비전, 전략과의 구체화 측면으로 미션, 비전, 전략 및 성과목표와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둘째, 참여 관리 측면에서 구성원의 참여,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리더십 측면에서 최고관리층의 지지 및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의 효과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활용 측면에서 평가와 보상의 연계, 평가환류, 승진
/보수와의 연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직구조와 업무배분의 합리성, 의사소
통, 지원서비스, 시민참여, 학습조직, 전담조직, BSC에 대한 이해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적합한 기준에 의한 성과측정과 그 결과가 인
사 및 보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제가 됨을 밝히고 있다(남승
하, 2010b: 126). 이에 더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 후 정착되고 안정화되어 성과관리시스템 정책
도구로써의 유용성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행태 변화나 가치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목표의 설정과 설정된 목표와 업무와의 연계
성의 강화, 성과관리 과정에서의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리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남승하, 2010b: 130).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남승하(2010a)의 연구에 따르면 성과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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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성과관리제도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성과관리의 집행 세 측면 모두가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성과관리시스템의 집행 측면 즉, 성과측정의 적절성, 평가결
과의 활용, 평가 절차의 적절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과가 측정되고 평
가되고 그 결과가 인사 및 보수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한 절차와 적합한 기준을 통해 수행
될 때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인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개념적인 분석보다는 그동안
BSC 등을 적용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해오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성과관리제도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비교하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도출하
였다.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들과 각 부처들의 성과관리 제도 및 시행 상황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영
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성관관리제도의 개관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제도의 구성 체계, 둘째, 성과관리제도 운영 측면에서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방법, 성과관리 과정,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의 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성체계
평가단위 및 성과관리 운영체계
결과의 활용
성과관리제도 운영
성과관리 지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관리
평가지표의 구성요소와 배점기준

성과관리과정

부서 간 성과관리의 차별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

성과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각 영역별 주요 쟁점요소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제도
의 구성 체계는 평가단위를 개인 혹은 기관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기관의 성과관리 운영
체계, 둘째, 성과관리제도 운영 측면에서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방법으로 성과지표관리와 평가지표의
구성요소와 배점기준, 그리고 성과관리 과정에서의 본부 및 소속기관 간 혹은 부서 간 성과관리의 차
별화 여부,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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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평가의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Ⅲ. 성과관리제도의 각 영역별 쟁점 비교
1. 성과관리제도 구성체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환경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제도를 개관하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성과관리시스템 구성 체계
기관

내용
부서평가(사업부서/소속기관)와 개인평가

복지부

부서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하여‘지표 database’구축,‘지표 pool’형성
부서평가는 계량지표에 의한 절대평가와 지표 적절성을 고려한 상대평가를 혼용하며, 개인평가는 상대평가로 수행

국민권익위

환경부

노동부

개인평가
평가대상 그룹을‘정책·행정그룹’
과‘조사·대민그룹’
으로 분류
부서평가(본부/소속기관)와 개인평가
운영체계에 성과관리위원회와 성과조정소위원회가 상위기관으로 존재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30인 이내)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점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해양경찰청

운영체계 특징 중 하나는 내부 평가위원의 운영
내부 평가위원(내부직원 40명 구성)은 각 부서의 가중치 및 도전적 목표설정 여부 평가함 또한 온라인상에서
지표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 기능
기관 및 부서평가 수행(개인평가는 하지 않음)

관세청

운영체계는 성과관리센터, 성과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기존에 구축된 성과지표 pool(481개 지표)을 토대로 신규 평가지표 작성
부서평가(본청/소속기관) 수행(개인평가는 하지 않음)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30명 외부인사)에서 평가계획(성과관리, 실국 평가 등)을 심의하며, 6개
소위원회로 구성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수행되며, 평가점수는 부서 간에 서열화
부서평가(4개 평가 영역)와 개인평가

조달청

업무 특성상 단순 반복(조달, 납품, 계약 등) 업무 수행으로 평가항목과 지표에 큰 변화 없음 예외적 발생 업무
에 한해서 특수 항목과 지표 설정
평가단위는 과단위로 평가하고 과단위 내에서만 서열화 절대평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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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기관별로 몇 가지 특징적
인 차이가 있다. 우선 평가단위를 보면,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등에서는 사업부
서와 소속기관, 본부와 소속기관, 본청과 소속기관 등의 구분을 포함하여 부서평가를 실시하면서도 개
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평가만을 실시하고 있고, 관세청과 산림청의 경
우는 개인평가는 하지 않고 기관과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평가만을 실시하는 국민권
익위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그룹을 정책·행정그룹과 조사·대민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어 집단의 특성
을 반영하고자 했다. 조달청의 경우에는 과단위로 평가하고 과단위 내에서만 절대평가로 서열화를 실
시하고 있다.
환경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등은 평가부서 외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환경부는
성과관리위원회와 성과조정소위원회를 상위기관으로 설치하고 있고, 노동부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30
인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역시 30명의 외부인사로 자
체평가위원회인 산림정책평가위원회가 6개 소위원회로 평가계획을 심의한다. 관세청은 성과관리센
터, 성과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협의회 등을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에
는 내부직원 40명으로 구성된 내부 평가위원이 각 부서의 가중치와 도전적 목표설정 여부를 평가하
고, 온라인상에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의견수렴 역할을 수행한다.

2. 성과관리지표 및 평가방법
각 기관의 성과지표 관리 현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는 부서평가 가운데
사업부서 평가항목을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와 연계하고 있다.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등은 성과지표의 가중치와 난이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경우는 가중치와 난이도를 각 실국이 정하게 하고, 성과관리팀에서 이를 확인하며 성과조정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관세청에서는 성과지표의 검토 결과를 해당 성과지표의 점수 산정 시에 반영함
으로써 성과지표를 개선하게 하고, 목표값을 도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성과지표 난이도 및 목표값 개선도에 따른 차등평가제를 실시하고, 각 성과지표에 대한 수행노력도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조달청은 성과평가단이 다른 부서의 성과지표 적합성, 도전성, 가중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 때 목표값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지표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해양경찰청, 산림청에서는 평가지표에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복
지부의 경우는 가점만 존재하는데, 장·차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 산림청 역시 가점만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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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과지표 관리 비교
기관
복지부

내용
부서평가 중 사업부서 평가항목은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와 연계
평가지표에서 가점(+2)만 존재하고 감점은 없음(장차관의 재량적 판단)
다양한 자료수집·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pool 구성 운영

국민권익위

평가지표에서 가·감점(±2) 존재(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복무점검결과, 불친절신고 등을 토대로 과장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가·감점)

환경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성과지표(고유·공통) 점수를 기초로 조직 및 개인 성과점수를 도출
가중치와 난이도는 각 실국 자체에서 정하고 성과관리팀에서 확인 및 성과조정소위원회에서 확정
평가지표의 성격은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지표 등으로 구분
본청과 소속기관 평가로 구분, 소속기관 평가는 3개 지방청, 14개 해양경찰청, 학교·정비창 평가로 구분
평가지표에서 가·감점 존재(지표관리 ±1, 기관청렴도 ±5)
성과지표의 검토 결과를 해당 성과지표의 점수 산정 시에 반영하여, 성과지표 개선노력 및 목표값의 도전적·

관세청

합리적 설정 유도
성과지표 난이도 및 목표값 개선도에 따른 차등평가제 실시
각 성과지표에 대한 수행노력도(활동과정 충실도)를 평가하여 반영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지표 pool 형성

산림청

평가지표에서 가점(+3)만 존재하고 감점은 없음(사업의 난이도, 업무 수행 상황(환경)의 곤란도 등을 국장급 회
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점수 부여)

조달청

성과평가단에서 다른 부서의 성과지표 적합성, 도전성 및 가중치 적정성 평가
목표값 과소 설정지표에 대해 감점 부여

고 감점은 없는데, 사업의 난이도와 업무 수행 상황의 곤란도 등을 국장급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복무점검결과, 불친절 신고 등을
토대로 과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감점을 부여한다. 해양경찰청은 지표관리와 기관청렴도
측면에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구성요소와 배점기준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기관은 고유과제, 공통과제별로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속기관 평가항목과 사업부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소속기관 평가항목은 고유과제 70%,
공통과제 30%를, 사업부서 평가항목은 정부업무 자체평가 70%, 성과포인트 30%를 설정하고, 장·
차관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실적평가에 고유지표(40)와 공통지표(10)를 반영하고
있고, 조달청은 부서업무성과에 고유지표(60%)와 공통지표(30%)를 반영하고 있다.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역시 공유지표와 공통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평가자가 평가절차와 난이도 평가
기준에 따라 모든 고유지표에 난이도 등급을 부여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청
부서평가의 경우 BSC 지표평가(80%)와 상위자평가(20%)를, 해양경찰서 평가의 경우 BSC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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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지표의 구성요소와 배점기준 비교
기관

내용
소속기관 평가항목은 고유과제 70%(고유지표 50%, 정성평가 20%), 공통과제 30%, 장차관 가점 +2

복지부

사업부서 평가항목은 정부업무 자체평가 70%, 성과포인트 30%, 장차관 가점 +2
개인평가 평가항목은 성과계약평가 60%, 부서(소속기관)평가 40%

국민권익위

조사·대민부서: 실적평가 50(고유지표 40, 공통지표 10), 정성평가 50(기여도평가 20, 다면평가 30), 가·감점
± 2점 범위
고유지표: [(실적/목표×100) + 난이도계수] × 가중치(예, 실국/하반기)

환경부

공통지표: [실적/목표×100] × 가중치
평가자가 평가절차와 난이도 평가 기준에 따라 모든 고유지표에 난이도 등급을 부여하여 절대평가 실시
개인성과: 평가자가 조직 성과점수를 기준으로 개인 성과점수 산출

노동부

정부업무 자체평가 분야와 유사
정량지표/총지표: 주요정책과제 64%, 일반재정 62%, 정보화 63%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는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가중치 상이

해양경찰청

본청 부서평가는 BSC지표평가 80%, 상위자평가 20%, 가감점
해양경찰서 평가는 BSC지표 60%, 프로젝트평가 10%, 혁신평가 20%, 지휘부평가 10%
공통지표와 고유지표 비중은 조직에 따라 상이하나 70:30 정도 비중

관세청

계량지표 달성도 = 목표달성도(70%) + 수행노력도(30%)
정성평가 비중은 30% 정도
정부업무 자체평가의 결과가 본청·소속기관 평가에 반영

산림청

고유과제 60% + 공통과제 40%의 체계. 이전의 다소 복잡한 체계 단순화
공통과제의 평가지표(40점)에 가점 3점을 포함하고 있음
부서평가: 부서업무성과 90%(고유지표 60%, 공통지표 30%) + 성과기여도 10%
개인평가: 국장급: 해당 부서평가결과(90) + 성과기여도(10) + 청렴도(0~-1점)

조달청

과(팀)장급: 해당 부서평가결과(90) + 성과기여도(10) + 가감점(-2~+2점)
4·5급 이하: 해당 과(팀·4급 지방청) 평가결과(36) + 개인평가(54) + 성과기여도(10) + 가감점(2~+2점)

(60%), 프로젝트평가(10%), 혁신평가(20%), 지휘부평가(10%)를 반영하고 있다.
개인평가의 경우 복지부는 성과계약평가(60%)와 부서평가(40%)를 반영하고 있고, 환경부는 평가자
가 조직 성과점수를 기준으로 개인 성과점수를 산출한다. 조달청은 국장급, 과(팀)장급, 4·5급 이하
를 나눠 각각 해당 부서평가결과, 성과기여도, 청렴도, 개인평가, 가감점을 반영하고 있다.

3. 성과관리과정
각 기관은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본부와 소속기관 간 혹은 부서 간 성과관리에 차별화를 꾀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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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조직 간 업무특성이 존재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의 경우 지원부서, 사업부서,
소속기관별로 평가방식의 차별화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특성에 따라 평가대상 그룹을 정책·행정부서와 조사·대민부서로 구분하여
정책·행정부서는 관리과제평가(30점) + 단위과제평가(20점) + 고유지표(50점)로, 조사·대민부서는
단위과제평가(50점) + 고유지표(40점) + 공통지표평가(10점)로 평가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평가절차와 난이도평가 기준에 따라 고유지표의 난이도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경우 과단위로 7개씩 선정하지만, 유역청의 경우는 국 단위
로 7개 지표로 국장 점수를 과 점수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간의 평가지표 및 반영 비율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본청의 미션이 지
방청의 역할과 기능에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책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차이는 두지 않지
만, 부서 간 협력도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평가방식은 차별적으로 운영되며, 고유지표의 반영비율은 동
일하다. 상위 조직(본부)의 목표값 및 실적에 하위 조직(소속기관)의 실적을 반영하고, 상위 조직은 하

<표 5> 본부 및 소속기관 간 혹은 부서 간 차별화 비교
기관
복지부

내용
지원부서, 사업부서, 소속기관별로 평가방식의 차별화
업무특성이 각각 달라 각 부서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게 적용
업무특성에 따라 평가대상 그룹을‘정책·행정부서’
와‘조사·대민부서’구분

국민권익위

정책·행정부서는 관리과제평가(30점) + 단위과제평가(20점) + 고유지표(50점)
조사·대민부서는 단위과제평가(50점) + 고유지표(40점) + 공통지표평가(10점)
평가절차와 난이도평가 기준에 따라 고유지표의 난이도 등급 부여한 절대평가

환경부

평가지표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경우 과단위로 7개씩 선정하나 유역청의 경우 국 단위로 7개 지표로 국장 점
수로 과 점수에 적용

노동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차별화하는 평가지표와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본청과 지방청간의 평가지표 및 반영 비율에 차이 두고, 본청의 미션이 지방청의 역할과 기능에 연계
정책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차이는 두지 않으나, 부서 간 협력도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평가방식은 차별적으로 운영되며, 고유지표의 반영비율은 동일
상위 조직(본부)의 목표값 및 실적에 하위 조직(소속기관)의 실적을 반영하고, 상위 조직은 하위 조직의 협력도를 평가
본청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소속기관은 지방청과 지방청외로 구분하여 평가지표와 기준 설정
업무 성격이 다르면 상이한 평가 트랙으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이 구성
지원군, 사업군, 지방 1, 지방 2의 4개 평가군 내에서 등급으로 평가
부서 공통지표 및 가중치는 기관장의 직급(국장급, 과장급)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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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직의 협력도를 평가한다. 산림청의 경우 본청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소속기관은 지방청과 지
방청 외로 구분하여 평가지표와 기준을 설정한다. 업무 성격이 다르면 상이한 평가 트랙으로 평가 항
목과 배점기준이 구성된다. 조달청은 지원군, 사업군, 지방 1, 지방 2의 4개 평가군 내에서 등급을 매
겨 평가하며, 부서 공통지표 및 가중치는 기관장의 직급(국장급, 과장급)에 따라 구분한다.
한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은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은 피평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복지
부는‘의견조회기간’
을 거쳐 피평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과평가포럼을 수시
로 개최하여 성과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산림청은 매월 1회씩 실국 평가
담당자와 회의 개최하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하고, 평가결과 최종 확정 전에 피평가자들에
게 평가결과를 전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조달청은 평가 실시 후 매년 2
회에 걸쳐 피평가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만족 및 개선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환경부의 경우 차관(위원장), 실·국장(위원), 기획조정실(간사)로 구성된 성과조정소위원회가 성과
목표·지표 조정의 적절성 검토, 성과점수 조정 등을 수행한다. 노동부는 성과지표 TF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점검결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통계
개선에 활용한다.
<표 6>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 비교
기관
복지부
국민권익위
환경부

노동부

내용
ㆍ
‘의견조회기간’
을 거쳐 피평가자들의 의견 수렴
「성과평가 포럼」
(수시) 통해 성과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성과목표·지표 조정의 적절성 검토, 성과점수 조정 등을 성과조정소위원회(차관(위원장), 실·국장(위원), 기획
조정실(간사))에서 수행
성과지표 TF 구성하고, 반기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점검결과 분석, 그 결과를 차년도 성과지표 개발 및 통계
개선에 활용
달성 쉬운 목표값을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에 대해 과학적인 통계분석기법(회귀분석 등)을 적용, 목표값을

해양경찰청

합리적으로 조정
하반기 평가 시 평가지표의 목표 달성도의 정성 평가로 점수를 차등 부여
외부평가위원에 의한 정성평가 실시

관세청

각 산하 본부 세관별로 자체 실적 검증을 거친 후, 본청‘실적검증단’
(성과부서+감사부서+전문가)에서 2차적으
로 실적 검증

산림청

조달청

매월 1회씩 실국 평가담당자와 회의 개최하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
평가결과 최종 확정 전에 피평가자들에게 평가결과를 전달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평가 실시 후에 매년 2회(2월과 7월) 피평가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만족 및 개선에 대한 설문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하고,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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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달성이 쉬운 목표값을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에 대해 회귀분석 등 과학적인 통계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목표값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하반기 평가 시 평가지표의 목표 달
성도의 정성 평가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관세청은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산하 본부 세관별로 자체 실적 검증을 거친 후 성과부서, 감사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본청 실적검
증단에서 2차로 실적을 검증한다.

4. 평가결과의 반영 및 활용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관은 평가결과를 성과급이나 인사조치 등에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사탐구자료와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는데, 과와 개인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우수부서
에는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급 이상과 5급 이하를 구분하여 4급 이상의 경우 개인별

<표 7> 평가결과의 반영 비교
기관
복지부
국민권익위

내용
인사탐구자료, 성과급에 반영(과단위로 백만원 지급/개인 성과급 지급 및 우수부서 표창)
4급 이상: 개인별 성과계약 점검 및 최종등급평가 기본 자료로 활용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등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에 직접 활용
인사 및 성과보수에 활용해왔으나 2010년부터 인사부분 제외할 예정

환경부

4급 이상: 개인 성과점수 기준으로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결정
5급 이하: 개인 성과점수와 다면평가 점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단위과제별 평가점수를 등급화하여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 결정

노동부

평가결과를 부서별 인력조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반영하고, 조직부문 평가결과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 시 4, 5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과 연계된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결과를 50% 내외로 반영

해양경찰청

인사보직 및 모범공무원 선발 등에 반영하였으나 성과급중심으로 축소 예정
근무성적과 성과급지급에 반영
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인사 부분의 반영 지양

관세청

4급 이상: 성과연봉으로 평가결과 70% + 업무실적평가 20% + 다면평가 10%
5급 이하: 성과상여금으로 부서별 평가순위를 개인평가 등급으로 반영
기본적으로 포상금(표창 포함), 인사에 반영함

산림청

포상금은 첫째, 평가 등급에 따른 과단위 포상금과 둘째, 의도적 예산 절감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조성하여 평
가결과에 따라 부여
인사 조치는 첫째,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둘째, 인사고과에 반영(반영점수는 0.5점)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 포상과 개인 포상(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조달청

인사 반영, 4급 이상: 승진서열명부 작성시 반영(성과평가 50%, 다면평가 30%, 경력 20%), 5급 이하: 평가결
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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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 점검 및 최종등급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 등급 및 성과상여
금 등급 결정에 직접 활용한다.
환경부는 그간 인사 및 성과보수에 활용해왔으나 2010년부터는 인사부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4급 이상은 개인 성과점수 기준으로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결정하고, 5급 이하는 개인 성과점수와
다면평가 점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결정한다. 노동부는 단위과제별 평가점수를 등급화하여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평가결과는 부서별 인력조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반영하고, 조직부
문 평가결과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 시 4, 5급 이상은 직무
성과계약과 연계된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결과를 50% 내외로 반영한다.
해양경찰청은 평가결과를 인사보직 및 모범공무원 선발 등에 반영하였으나 성과급중심으로 축소하
기로 하였고, 근무성적과 성과급지급에 반영한다. 관세청 역시 평가결과를 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고, 인사 부분에 반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 4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평가결과 70% + 업무실
적평가 20% + 다면평가 10%를 반영하고,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에 부서별 평가순위를 개인평가 등
급으로 반영한다.
산림청은 평가결과를 기본적으로 표창을 포함한 포상금과 인사에 반영한다. 평가 등급에 따른 과단
위 포상금, 그리고 의도적 예산 절감액을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을 조성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부여한
다. 인사 조치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 포상과 개인 포상을 지급한다. 또한 4급 이상은 승진서열명부 작성 시 인사에
반영하고, 5급 이하는 평가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각 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반적인 성과 향상과 피드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표 8>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적평가와 실적기여도 등 항목별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민원만족도와 제도
개선 등 실적평가의 세부지표별 평가점수를 구분하여 공개한다. 환경부는 성과조정소위원회가 성과목
표·지표의 조정과 적절성 검토, 성과점수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고, 파랑, 노랑, 빨강 등 성과신호
등을 만들어 매월 지표달성도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온라인 정책 토론방을 마련하여 정책 입안부터 진행, 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고,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등의 정책집행 현장을 본부 담당자와 지방관서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성과관리위원회와 내부평가위원 등 내부적인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에는
소속기관 평가지표 정비 시에 끝장토론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또한 평가에 대한 이
의제기를 3일 이내에 신문고 코너에 접수하게 하고 감사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성과위원회 소집을 통
해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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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가결과의 활용 비교
기관
복지부
국민권익위

환경부

내용
내부 시스템에 부서별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 항목별 성과평가 결과(예, 실적평가, 실적기여도 등)와 실적평가의 세부지표별 평가점수(민원만
족도, 제도개선 등)로 구분하여 공개
성과조정소위원회 운영(성과목표·지표 조정 적절성 검토, 성과점수 조정 등)
성과신호등(파랑, 노랑, 빨강)을 만들어 매월 지표달성도 확인
온라인‘정책 토론방’
을 마련하여 정책 입안부터 진행, 과정 등 정보 공개

노동부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등의 정책집행 현장을 본부 담당자와 지방관서장 등이 직
접 방문, 체험
내부적인 갈등해결 시스템(성과관리위원회와 내부평가위원) 구축

해양경찰청

연말에 소속기관 평가지표 정비 시에 토론회(끝장토론) 등을 통해 의견조정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3일 이내 신문고 코너에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성과위원회 소집을 통
해 구제여부 결정
매월 조직별 자체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성과평가 실시 후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 성과코칭 실시

관세청

관세청 고유 성과관리모델 특허 취득(08년 06월)
부처내의 전 업무가 전산화되어 실시간으로 전 부서의 업무달성도 바로 확인

산림청

평가와 관련된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부처 전 공무원들에게 개별적 배포
기관장 주관의 성과보고회 추진 예정
평가항목, 지표, 목표 설정 시 타 실국에서 해당 목표치의 적정성 평가

조달청

교육 홍보 자료로“평가제도 설명 동영상”
제작
평가 실시 후 피평가자 대상으로 평가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년 2회)

관세청은 매월 조직별 자체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실시 후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 성과
코칭을 실시하며, 기관 내의 전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전 부서의 업무달성도를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산림청은 평가와 관련된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기관 내 전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하고, 기관
장 주관의 성과보고회를 추진한다. 조달청의 경우는 평가항목, 지표, 목표 설정 시 타 실국에서 해당
목표치의 적정성 평가하고, 교육 홍보 자료로 평가제도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평가 실시 후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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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쟁점별 비교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8개 중앙행정기관의 쟁점별 비교사항들을 성과지표관리, 부서간 차별화 방안, 공
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평가결과의 반영과 활용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로 요약 비교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쟁점별 비교
구분
복지부

국민권익위

환경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성과지표관리
자체평가결과와 연계
감점 없음

기관·부서간 차별화
지원, 사업, 소속기관별

지표 pool

정책·행정부서와

가·감점

조사·대민부서

성과조정소위
정부업무자체평가와
유사
가·감점

본부·소속기관: 과단위
유역청: 국단위
차이 없음
본청과 지방청
부서 간 협력도

차등평가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국장급회의

본청: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지표 pool

소속기관: 지방청과

감점 없음

지방청외

성과평가단

지원군, 사업군,
지방1, 지방2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의견조회기간

성과평가포럼

성과조정소위

성과지표TF

통계분석기법

평가결과의 반영과 활용
인사탐구자료
성과급
평가등급
상여급등급
인사부분 제외
인사반영
성과급
근무성적
성과급

외부평가

연봉

실적검증단

성과상여금

평가담당자회의

포상금
인사
성과연봉

평가만족 및 개선 설문

성과상여금
인사반영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는 지표 pool을 운영하는 경우와 가점을 사용하거나 혹은 감점도 함께 사용
하는 방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과평가단, 성과조정소위원회, 혹은 국장급 회의 등 지
표 관리를 위한 별도의 회의체 구성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반영과 합의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서간 차별화를 위한 노력으로서는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평가방식을 차별화 하거나 업무 특성별로
평가 지표의 적용을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양경찰청과 같이 본청과 지방청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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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협력도 및 연계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각 행정기관별로 기관의 특성과 업무 성격을 감안한
평가의 차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의견조회기간을 둔다거나 평
가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담당자 회의, 포럼 또는 실
적검증단 등의 회의체 형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의 반영 및 활용은 대부분 기관이 공통적으로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
다 그 반영 비율 및 기준은 상이하다. 특이한 점은 환경부의 경우는 2010년부터 인사부문에 대한 반영
은 제외하고 있다.
요약하면,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각 쟁점별로 8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SC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각 기관에 도입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일정 부분 제도적인 정착이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즉,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만족도와는 별개로 형식적
인 측면에서는 성과평가단, 성과조정소위원회, 성과평가 포럼 등의 이름으로 성과관리전반에 대한 제
도화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지표의 관리를 포함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와 형식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과관리지표, 기관 및 부서 간 차별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 평가결과의 활용 등 각 비
교항목을 보면, 기관별로 각 항목에서 성과관리의 성숙단계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성과관리
지표의 경우 감점 없음에서부터 성과조정위, 가감점제, 차등평가제 등으로, 기관 및 부서 간 차별화의
경우 차이 없음에서 집단구분, 협력도 측정 등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의 경우 사후만족도 조사,
의견조회, 담당자회의, 외부평가, 성과조정소위 등으로, 평가결과의 반영과 활용의 경우 포상, 성과
급, 연봉, 인사 등으로 그 성숙단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0> 참조).
물론 이는 해당 기관의 성과관리과정 전체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환경부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과조정소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성숙단계가 높아 보이지만, 성과관리지표 관리의 성숙단계는 낮은 편이다. 또한 조달청은 평가결
과를 인사에까지 반영하고 있지만,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족도조사와 의견조회 정
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경우 성과관리지표는 차등평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협력도를 측정하여 기관 및 부
서 간의 차별화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수행하거나
평가의 결과는 연봉에까지 반영하는 등 각 분야마다 상당히 높은 성숙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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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분야마다 기관별로 일정한 수준을 대체로 보여주고 있어 성과관리과정의 성숙단계가 일정 정도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쟁점별 성과관리의 성숙단계 비교
구분
성과
관리
지표

차등 평가제

기관 및
부서 간
차별화

협력도 측정

가감점제

복지부

국민
권익위

★

★

해양
경찰청

★

★

★

★

차이 없음

산림청

조달청

★

★

★

★

★

★

★

★

★
★

외부평가

★

담당자 회의
의견조회

관세청

★

성과조정 소위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노동부

★

성과 조정위

집단구분

환경부

★

★

★

★

★

★
★

사후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의
반영과
활용

★

인사

★

연봉
성과급
포상

★

★
★

★

★

★

★

★

★
★

★

★

★

★

Ⅴ. 결 론

본 연구는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인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개념적인 분석보다는 그동안 BSC
등을 적용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해오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성과관리제도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
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제도의 구성 체계,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방법, 성과관리
과정,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의 8개 중앙행정기관간의 사례를 각각의 쟁점별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후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성과관리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고도화를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형식적인 제도화와는 별개
로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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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정착과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8개 중앙행정기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과 관련하여 부처 전체의 성과
관리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형식의 의사소통 채널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성과지표 계획-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부서 간 갈등을 최소화시
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 구성
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효과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 서
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여 및 의사소통 체
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구성원 의견
을 수렴하여 성과관리제도에 반영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성과지표관리에 있어서 지표들 간의 형평성 및 배점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지표
의 경우 특정 부서에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 부서에서는 법령 구조에 따
라 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구성요소들이 각 조직별·부서별 특성에
맞는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부서별 고유업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가 가
장 잘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부서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너무 많은 지표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핵심지표를 위주로 평가하여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 및 구성원이 좋은 평가 결
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BSC 등을 적용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해오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성과관리제도 적
용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제도의 구성 체계, 성과관리제
도 및 평가방법, 성과관리 과정,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의 8개 중앙행정기관간의 사례를 각
각의 쟁점별로 비교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행
정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쟁점별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소개와 비교에 비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각 기관의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실제 운
영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미흡하다. 향후 각 쟁점별로 실제 조직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운영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계하여 성과관리제도의 구성과 운영, 그리
고 평가결과의 활용간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운영
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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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사적 제도주의1)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는 데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과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중시한다(Hall and Taylor, 1996: 938). t 시
점에서의 기능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제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형성된 제도
는 애당초 제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전혀 새로운 기능적 요구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지속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t 시점에서 형성된 제도는 t+1 시점에서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혀 다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
으로 형성된 제도가 미래의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 선택의 여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란 체제의 요구나 개인의 선호를 단순히 반영하는 이상의 것을 의
미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t+1 시점에서 제기되는 체제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1 시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효율적·기능적일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행위양식, 역할, 규범, 공식적 조직 등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면
서 변화한다면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전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국가의 대응양식은 기존 제도의 모습에 의해 제약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존의 패턴을 따르기 마련
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신제도주의(구·신제도주의의 구분에 대해서는 배병룡, 1999: 119-124.참조)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
(Historical, Sociological, and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제도에 대한
정의는 균형점을 이루는 공유되는 전략, 규칙, 그리고 규범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 및 조직 행태의 지속적인 규칙
성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접근에서는 주어진 세계관, 자아상, 선호, 신념, 그리고 주어진 정보수준 하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
의 행동을 합리적인 행동이라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은 주어진 여건과 합리성의 정도 및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하여 가장 합
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최선의 선택, 즉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접근은 개인이나 조직의 선호나 규범이 어떻
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이명석, 1999:9-30). 조직에 대한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입장은 Meyer and
Rowan(1977: 340-363)에 의해서 주도되는 데, 그들에 의하면 조직은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어 공유된 인지
(cognition)를 조직의 구조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제도화이고, 조직은 그러한 구조를 과업상 요구되는 기술적 능률성 보다
는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식(ritual)과 의식(ceremony)으로 채택한다. 즉 환경속의 행동단위들이 사회적 행동
을 제도로 형성하여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켰을 경우 환경내의 조직들은 제도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의 특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조직은 제도환경속의 다른 조직과 경쟁하기 보다는 상호 협조하고 그에 따라 상호 유질동형화(isomorphism)
된다(Dimaggio and Powel, 1983: 147-160). 특정 조직이 유질동형화되는 이유는 제도환경이 사회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배병룡, 1999: 1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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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제도적 구조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 변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
다. 제도의 변화는 계속적이고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급격하게 또는 간헐적으로 일
어난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는 주어진 규칙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설
정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사회관계와
제도를 재형성하는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junctures)에 주목하는 것이다(Ikenberry, 1988: 233234).
그렇지만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형성된 게임의 규칙, 즉 제도적 모습
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기원이 제도의 유지를 설
명할 수 없으며, 제도의 유지가 제도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제도의 기원
과 제도의 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기 상이한 설명 변수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rasner, 1984: 234).
미국의 국가형성 과정을 분석한 Skowronek(1982)도 제도가 환경변화에 기능적으로 적응할 것이
라고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 제도적 쇄신이 필요
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즉, 환경변화는 제도 변화
를 위한 자극에 불과할 뿐, 기존의 제도적 틀이 정부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제약하기 때문에 환경변화
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기능적 대응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Ikenberry(1988) 또한 제도적 구조가 일단 한번 형성되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과거의 그림자(the
shadow of the past)라고 칭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제약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적응과정
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항상 순기능적이지만은 않다는 Skowronek의 주장, 정
책이란 과거의 그림자라고 칭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제약 요건 하에서 미시적인 적응이라고 보는
Ikenberry의 시각 모두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Cammack, 1992: 411).
따라서 본 연구는 경로의존적 속성으로 일단 채택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신제도주의에 대한 이해
를 하고, 다른 한편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에 대하여 많은 타당성 있는 이론을 제시하지만, 우리
가 관심을 갖는 새로운 제도의 형성이나 변화를 위한 원인과 조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제
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경로의존성에 대한 확대된 이해로부터 탐색하며, 그러한 탐색
의 준거틀은 Chaoplexity이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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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haoplexity이론2)의 특질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과학의 이론을 접하면서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은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찬 이론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왜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과학이론에 많은 자연과학자들
이 열광을 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복잡한 수식이 자연과학의 언어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프렉탈 구조,
순환고리성, 초기치의 민감성, 분기점이론, 그리고 발현(emergency)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로서 로지스틱 방정식(logistic equation)을 이용하고자 한다. 불행히도 로지스틱 방정식이
사회과학자인 멜더스의「인구론」
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과학의 언어로 오해되고 있으며,
이 방정식이 사회현상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로지
스틱 방정식의 재해석을 통하여 chaoplexity의 개념을 종합화 하고자 한다.

1. 로지스틱 방정식의 기원
로지스틱 방정식(logistic difference equation)은 흔히 병참 방정식, 보급 방정식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모두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지스틱 방정식은 처음에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되었
지만 오늘날에는 로지스틱 방정식의 지수적 증가 곡선은 단순히 미시적인 개체수 증가에 국한하지 않
고 거시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 기업의 수명주기에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방정식
의 기본 아이디어는 맬더스의“인구론”
에서 표현된 바 있다. 멜더스는 만일 인구가 일정한 비율로 증
가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즉 현재의 인구를 y 라고 이
야기할 때 만일 대 재앙이나, 기근, 혹은 질병 등이 없다고 하면 다음기의 인구는 전기 인구에 비해 일
정한 증가율 즉 k 배만큼 증가를 한다면 인구폭발 현상이 곧 도래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
은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의 번식에서도 잘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것은 로지스틱 방정식이 생태계
의 개체수의 변화에 대한 생물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Chaoplexity는 chaos와 complexity의 합성어이다. 카오스이론은 가장 단순한 체제도 복잡한 체제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 복잡 적응 결정 체제(complex adaptive deterministic system)를 다루는 이론이라면, 복잡성이론은 아무리 복잡한 행태를 보이는
체제라도 단순한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 복잡 적응 확률론적 체제(complex adaptive stochastic system)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도 있으나, 두 이론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고, 이제는 카오스이론이 복잡성과학이라는 큰 틀 속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이 글에서는 chaoplexity라는 개념으로 두 이론을 통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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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맬서스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y
= ky, y(0) = y0
dt
이것의 미분방정식을 풀어 시간t의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t

y(t) = y0e

여기서 k값은 인구의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자세히 말하지만 출생율-사망율을 가리킨다.
k값이 1보다 작으면 인구는 감소하게 되지만 1보다 크면 인구는 다음 그래프처럼 급격히 증가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수분포적인 증가현상을 인구 증가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맬서스의 방정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증가하기 전에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들로 인해 증가폭이 둔화되고 결국은 증가를 멈추게 된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Pierre-Francois Verhulst의 인구성장 방정식이다.
Verhulst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k 값 즉 인구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방정식에
포함시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인구성장방정식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멜더스의 인구방정식의 궤적

dy/dt=ry-μ
y2여기서 μ
는 사망률(mortality)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인구의 지수분포적 성장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 μ
를 포함한 두 번째 항은 인구가 작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수
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인구가 증가할수록 전체 인구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작은 공간에 박테리아를 배양시킬 때 일정 수준을 넘은 박테리아의 개체수가 급격
히 감소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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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Verhulst의 인구성장방정식은 후에 Logistic growth equation 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것을
좀 수정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dy/dt=ry(1 -

이때 K=

μ
y)
r

r
라고 정의하면
μ

dy/dt=ry

(K-y)
가 된다.
K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 K는 환경의 부양능력(carrying capacity of environment) 라고 알려져
있고 r 은 재생식률(reproductive rate)이라고 불리 운다. 자 위 식을 좀 더 친근한 형태의 Logistic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보기로 하자.
일단 위 방정식의 Scale을 환경의 부양능력 한 단위당 인구의 수로 조정을 하면 환경의 부양능력 한
y
단위당 인구수를 x 라고 하면 x= 가 되고 위 식은
K
dx/dt=rx(1-x) 가 되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logistic 방정식이다.3)

2. 순환고리성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조직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행동의 유형
을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은 원칙적으로 조직행동이 예측가능하다는 가정하
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을 의도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며 조직을 규칙적이고 안
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예측가능성과 의도성은 원인과 결과 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
관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특정 상황하의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를 야기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이론의 가설검증은 거의 모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단선적 인과성(oneway
causality)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카오스이론에서는 순환고리모형(feedback loops model)을 중요시한다. 즉 리더쉽 유형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목적이 수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각각의 예가 그 반대방향, 즉 생산성
이 리더쉽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수단이 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
다.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는 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수학적 용어를 이용해보면 이것은 연속형 로지스틱 방정식(continuous logistic equation)이지만 실제 생태계나 사회시스템은 이산형
로지스틱 방정식(discrete logistic equation)이 더 현실적이다. 이후에 사용되는 로지스틱은 이산형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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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를 단선적으로 보다는 피드백 연결고리적으
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A가 B의 원인이라는 기계적인 인과성(mechanical causality)의 사고를 A
가 B의 원인이 되고, 다시 B가 A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상호인과성의 논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하나의 시스템 동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피드백(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로지스틱 방정식에서 이러한 순환고리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2> 로지스틱 방정식의 순환고리

위 그림에서처럼 현재의 출생인구수는 총 인구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만 현재의 총 인구수는
다시 다음기의 출생인구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서 순환고리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3. 초기치조건의 민감성
비평형시스템에서는 비선형성과 긍정적 피드백과정이 융합될 경우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시스
템에 더욱 큰 카오스적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초기조건에서의 사소한 변화가 복잡한 시스템의 위
상공간상에서 편차증복시스템과 편차상쇄시스템의 작동으로 시스템의 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는 것이다(최창현, 1997: 145). 이 현상을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이라고 한다. 초기조건의 작은 사소함이 시스템의 진화에 예측하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는 기상학적 특성을 기상학자 Lorenz발견해 냄으로써 기상학에서는 로렌츠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부른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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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렌츠 끌개

후술하는 경로의존성에서도 나타나듯이 초기의 미세한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카오스이론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비효과란 초기조건에
대단히 민감하게 의존하는 자연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 출발점에서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결과
에 가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나비 한 마리가 북경에서 공기를 살랑거리면 다음
날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박배식·성하운 옮김, 1993).
이러한 현상은 로지스틱 방정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모수의 값 r 이 변화를 함에 따라 로지스
틱 방정식이 수렴하는 상태가 매우 상이해지게 된다. 아래 표 1은 r의 값이 3에서 4까지 변화를 함에
따라 x 값이 수렴하는 점들의 궤적들의 점들을 나타낸 것인데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r의 값이 3.5를
넘어서면서 여러 점으로 수렴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r의 값이 3.5를 넘어 약 0.01
의 값만을 변화시켜도 x가 수렴하는 값들이 수십개에 달하는 카오스적 궤적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기상학자 로렌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상의 변화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소수점 6자리까지 숫자를 입력하던 것을 소수3자리까
지만 입력한 것과의 차이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 초기조건의 사소한 차이, 말하자면 1000분의 1정도의 차이도 커다란 변화를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즉 에드워드 로렌츠는 컴퓨터로 재현된 두 기후가 초기조건이 거의 같은데도(소수점 6자리
와 세자리의 미세한 차이는 초기에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이가 점점 커져서 유사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박배식·성하운 역, 199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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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선형 순환고리 체제의 행태 유형

f(χ
)=λ
χ
(1-χ
)

χ
값의 변화

λ
(k)
λ= 0 부터 3

안정적 단일값

λ= 3 부터 3.5

2주기 순환

λ= 3.5 부터 3.56

4주기 순환

λ= 3.567 부터 3.58

주기 배증

λ= 3.58

혼돈

λ= 3.739

주기 5 순환

λ= 약 3.8

혼돈

λ= 3.835

주기 3 순환

λ= 3.85

혼돈

λ= 3.85 부터 4.0

주기순환과 혼돈

λ= 4 이상

폭발적 증가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순환고리성, 특히 긍정적 피드백과 이러한 나비효과로 특징져지는 동역학을
조직관리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분석에 기초한 사전계획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연적인 요소들을 많이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록 비전과 목표는 원대하더라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작은 변화와 작은 시도 를 중시해야 한
다. 90년대 미국경제를 부흥시킨 실리콘밸리의 힘도 사실은 차고에서 시작한 휴렛팩커드라는 회사 하
나(작은 변화)로부터 탄생되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이러한 작은 변화와 시도들이 많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잘되는 것에 집중하 는 전략이 필요
하다. 따라서 자원과 권력이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안에 자연적으로 몰리도록 내부체계, 특히 보상 및
유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박형규·이장우, 1997: 99-100).
페로우는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측면과 결합의 측면을 구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분류를 응용하여 위험과 사고의 유형화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페로우는 복합형 상호작용과 선형 상호작용으로 나누고 있다. 복합형 상호작용이란 예측이 어려운
수순에 따라 일어나며, 계획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순서에 따라서 비가시적으로, 혹은 즉각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반면에 선형 상호작용이란 예측된 수순에 따라 일어
나며,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가시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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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합체계와 단선체계의 특성비교
복합체계(Complex System)

단선체계(Linear System)

공간적 근접성

공간적 격리와 분산

연결 및 소통방식의 공통성(중첩성)

전용선을 통한 소통방식

상호연관된 하위체계

격리된 하위체계

대체의 제한성

대체의 용이성

피드백이 중요

피드백이 거의 없음

중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통제

단일목적의 일방적 통제

간접적 정보

직접적 정보

제한된 이해

광범한 이해

반면에 결합방식은 긴박한 방식과 느슨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긴박한 결합방식은 두가지 요소 사이
의 틈이나 여유, 완충지역이 없는 결합방식을 의미하며, 느슨한 결합은 요소들이 서로 반응적으로는 결
합되지만, 각 요소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물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직구조들간의 느슨한 결합은 조직 전체의 융통성있는 기능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환경적 요소
들의 이질성이 큰 분절된 환경하에서 조직의 효과적인 적응에 도움이 된다. 조직의 부분들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절화된 환경 속의 변화를 제각각 자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민감한 기제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는 지역적 환경에 대한 기회주의적인 적응도 가능하게 하며, 환경의 이질적 요소
들에 의해 야기되는 상충적인 요구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표 3> 긴박한 결합과 느슨한 결합양식의 특성비교
긴박한 결합(Tight Coupling)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

공정상의 지연을 불허

공정상의 지연이 가능

불변의 순서

변화 가능한 순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하나

대안적 수단이 가능

보급, 장비, 인력의 여유분이 적음

여유자원이 많음

완충분이나 중복분은 계산된 것

완충이나 중복분은 의도치 않은 것

보급, 장비, 인력의 대체는 제한적이고 의도적

보급, 장비, 인력의 대체는 의도치 않은 것

상호작용의 양식과 결합양식을 교차시키면 매우 유용한 유형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호작용은 조
직의 기능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지, 통합된 단일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백화점
은 비교적 단순한 기능분화를 하고 있다면, 화학공장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훨씬 복잡한 기능분화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양상도 이에 비례해 복잡하다고 특징지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체국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종합대학은 훨씬 복잡한 내부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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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결합의 양식은 조직이나 체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해야 하는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조직이 활용하는 핵심적 기술(core technology)을 염두에 둘 때, 핵심기술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비교적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갖
추고 있는지가 구분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위해 매우 엄격한 규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한 가동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긴박한 결합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에 종합대학은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상호 경쟁적인 논리와 방법론들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느슨한 결합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 조직이나 체계의 결합의 긴박성을 결정하는 것은 조직의 성격과도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합
리적인 체계로서의 조직이면서 기술적인 환경과의 연계가 밀접한 경우에 긴박한 결합의 특징이 강화
된다. 이는 조직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4> 위험의 유형
linear
tight

상호작용

Ⅰ

complex

Ⅱ

Risk as System Failure

Post-modern Type of Risk

(Dread and Known Risk)

(Dread and Unknown Risk)

교량, 건물의 붕괴 등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Ⅲ

Ⅳ

결합양식

loose

Risk as Sub-system Failure

Routinized Risk

(Localized and Predictable Risk)

(Localized but Unpredictable Risk)

교통사고 등

강도, 폭력 등

그러므로 기술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파생되는 성패나 성과의 차이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강하게 요구
된다.
반면에 종합대학과 같이 개방적인 체계는 합리적 체계로서의 특징보다는 자연체계로서의 특징을 강
하게 갖는다. 자연체계라 함은 조직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기 어렵거나, 설사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성원들로부터의 일반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경우
를 의미한다.
상호작용과 결합의 측면은 상호 독립적인 특성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합하면 조직의 특성에 따
라 유형화가 가능하며, 안전과 사고도 조직화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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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위의 <표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의 아래에 보면, 우체국과 종합대학이 같은 수준의 느슨한 결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양자 모두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또한
복구의 방식에 미리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우체국이 붐비고 우편물의
발송이 늦어지지만, 이에 대해 고객들은 큰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학기초에 학교는 수
강신청을 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입시철에는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동원되어 일상업무가 마비되지만,
이러한 현상이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와 우체
국을 비교하면, 우체국은 학교만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우체국의 업무는 일련
의 과정 속에서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으며 단순한 순서를 따른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내용이 단순하
다. 반면에 종합대학의 경우 연구, 교육, 공적 봉사 등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얽혀 있으며, 또한 각
부서들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대학에서는 상호 복합적 기능들이 잘 조정될 경우 시너지
(synergy)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로 부정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반면에 결합양상이 느슨한 조직에서는 위험의 요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위험의 요
인을 진단하기도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느슨한 결합을 한 조직에서는 자원의 여유가 상당히 존재하
며, 동시에 한 영역에서의 결정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기제들이 광범하게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요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체계실패(system failure)의 가능성은 크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4. 분기점이론
앞의 로지스틱 방정식의 그림에서 분산구조론(Dissipative Structure)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산구조란 시스템의 하위요소들이 새로운 구조의 창출에 필요한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유입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엔트로피를 환경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Prigogine and Stengers,
1984:21). 즉 분산구조란 어느 시스템에 요동(fluctuations)5)이 일어나면 평형상태의 시스템은 안정
구조가 깨어지면서6) 임계순간(critical point) 혹은 분기점(bifurcation point)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직내 요동에 의하여 현존하는 체제를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보내면서 이 체제의
구조를 위협하게 되면 이 체제는 임계순간 또는 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 분기점에서 이 시스템의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평형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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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제의 요동은 진정되지만,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요동이 격화되어 새로운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구조는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확률적7)으로만 정해질 수 있는 비선형적
인 것이다. 이 분기점에서 우연히 시스템을 건드리면 새로운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일단 경로가 결정되
면 다음 분기점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결정론적인 운동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 된다. 즉 분산시
스템은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패러독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으로부터의 위기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의 분석가능성 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항상성의 유지 자체가 곤란해지는 분기점에까지 이른 경우 균형모형은 이를 체제가 직면한 위험으로
생각하지만, 자기조직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위기상황은 조직으로 하여금 요동을 통한 새로운 동태
적 질서(new dynamic order through fluctuations)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분산구조 모델은 안정보다는 변화에 대한 반응을, 조직적 평형보다는 조직적 변형을, 환경적
질서보다는 환경적 혼돈을 강조함으로써, 조직변화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을 대신하는 하나의 새로
운 접근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형으로부터의 멀리 떨어진 행동(behavior away from
equilibrium)과 동요를 통한 질서(order through fluctuations)를 강조하는 비평형모델 또는 패러
다임(non-equilibrium model or paradigm)으로서의 자기조직화 모델은 조직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모델을 형성해 주고 있다(최창현·유승동, 1994:1214).

4. 프렉탈 구조
로지스틱 방정식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프렉탈 구조이다. 프렉탈 구조는 자기 유사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의 구조 내부에는 이 전체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는 특성
을 의미한다. 실제로 위의 로지스틱 방정식의 수렴값들의 궤적의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전체 구조와 유사한 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렉탈 구조가 자연현상에서는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동요란 자유도, 우연성(randomness), 애매성, 불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과, 기존 사물의 의미
나 견해에 대한 혁신적 시각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조직화 조직에서 창조적으로 발생시키는 동요는 이른바‘진화적 동요’
로
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창조적 사고나 혁신적 발상, 미래지향적 행동 등의 유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요들은 조직이 엔트로피에 의해
압도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막아 줌으로써, 조직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 동인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독창적,
혁신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발굴,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에는 현행직무와
는 관계없이 과감한 인사이동을 통한 이종혼합의 실시, 수시로 다양한 전문 신인이나 중견간부의 외부로부터의 채용, 새로운 조직과 제
도를 끊임없이 형성하는 것 등이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위한 계기로서의 동요를 조직 내에서 주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예라고 할 수 있다.
6) 환경으로부터의 에너지 유입량과 엔트로피 유출량이 균형을 이룰 때가 평형상태, 유출입량의 균형을 잃었을 때가 비평형상태이다. 비평
형상태의 구조는 끊임없이 요동하고 분기점(Burification point)에 이르면 종래의 구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가 나타난다. 이 요동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분산구조라 한다.
7) 어떤 특정의 사건이 확률에 따른 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에도 이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예측을 할 수 없
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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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것이 나뭇잎이나 파도의 운동이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간단한 규칙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써 하나의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구조의 패턴은 일정한 형태의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구조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패턴만을 찾아내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5. 경로의존성과 발현(emergency)
예측 가능한 평형상태는 가정집의 온도 자동 조절장치 등과 같은 부정적 피드백과정에 의해 지배되
는 단순한 시스템에서만 발생된다. 평형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편차가 발생될 경우 시
스템은 편차상쇄피드백에 의해 원래의 평형상태로 회복되는 탄력성을 갖고 있다. 내부에 편차증폭 피
드백과정이 없을 경우, 변화는 시스템의 편차상쇄피드백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외부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소한 동요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련의 상
이한 역사적 사건은 모두 단지 불가피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격하시키는 것이다(Arthur, 1989:
127).
그러나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 세계의 시스템 절대 다수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을 지니고 편차상쇄 피드백 및 편차증폭 피드백과정을 결합시킬 줄 아는 복잡적응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들은 완전히 상이한 끌개, 즉 여러 가지 가능한 잠재적인 다양한
상태를 갖는다(Arthur et al., 1987). 즉, 경로의존성 개념에 의하면, 이는 시스템의 사소한 사건에 달
려있다는 것이다. 무작위적인 사선, 행동, 조건 등과 같은 사소한 사건에 달려있다는 것이다(Arthur,
1989: 118).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소한 사건이란 바로 다름 아닌 자율적인 행위자들에 의한 지
속적인 상호작용이다.
분기점에서 우연한 환경과 사소한 사건이 결합되면 실제 어떠한 결과가 창발적으로 발생될지를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Arthur et al., 1987). 어떤 사소한 사건들은 시스템을 한 방향으
로 몰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건들은 시스템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Arthur, 1989).
따라서 사소한 사건이 평균화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rthur et al., 1987). 모든 결과는 역사적 경로에 의존적인 것이다. 또한 우연한 사건도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도 중요하다(Arthur, 1988).
복잡시스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시스템이 현재 끌개내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 그러나 가끔 요동
을 증폭시켜 주는 편차증폭 피드백, 무작위적 사건 및 우연 등이 결합되어 시스템의 안정성의 경계까
지 시스템을 밀어 넣음으로써 전체적인 유형 또는 끌개를 변화시키는 드문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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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동요가 복잡시스템의 진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기점은 시스템의 현재 편차상쇄피드백과정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Arthur, 1989). 우리는 종종 눈더미 효과, 연쇄반응 등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역설적으로 시스템의 자기변화는 때때로 현재보다 더 동질적인 혹은 획일적인 다른
끌개로의 고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림 4> 분기도

위 그림에서 r=3.7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곳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복잡하게 보이던
페턴들이 갑작스러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질서의 출현을 발현이
라고 하는데 이 발현은 경로의존성과 함께 중요한 특징이 된다.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으로 종종 인용
되는 예로는 1980년대의 VCR시장을 들 수 있다. 초기에 VHS와 베타 방식이라는 두 개의 대안적인
끌개가 존재했었다. 비록 어느 방식이 산업표준으로 대두될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시장 메카니즘이 이
두 가지 표준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했다. 그 이유는 조정 외부비용과 적응적 기대에
입각한 편차증폭 피드백과정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약간 뒤떨어
진 VHS방식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 이유는 소비자와 비디오 판매점의 선택이라는 사소한 사건이 축
적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베타 방식이 약간 다른 사소한 사건을 갖는 즉, 최초의 시장점유율이 조금이
라도 높았다면 승자로 부각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무작위적인 사소한 사건(행위자들의 미시적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야기되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효과를 편차가 증폭되어 가는 긍정적 피드백, 고착(lock-in)효과 혹은 수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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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increasing return)효과라고 한다.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능률성과 같은 총체적 성과 기준의 최적치가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Costanza et al., 1993). 만일 사소한 우연한 사건이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 중의 하나에 고착되도록
한다면 실제 선택된 결과는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Waldrop,
1992).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더 빨리 향상되는 기술은, 천천히 향상되지만 더 유익
할지도 모르는 경쟁기술과 비교하여 생존·확산 가능성이 더 크고, 따라서 표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초기의 우월성은 장기적 적합도를 보장해 줄 수 없다(Arthur, 1990).
키보드의 배열이나 야드·파운드(yard-pound)법, 신문의 세로쓰기, 자동차의 좌측통행 등 일단 사
회에 제도화되면 효율이 나쁘거나 국제사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변경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
에 쉽게 바꿀 수 없다.
일본은 길이 좁고 사람들의 체형도 작기 때문에 소형차가 보급되었다. 석유위기로 북미시장에서 소
용차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대형차를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던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자동
차회사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일본 자동차와 유럽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허용하였다.
어떠한 원인으로 어느 산업·기술·품질에 특화하면 경험의 축적 때문에 그 방면에서 보다 강한 비
교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경제가 걸어 온 경로의
영향을 받고 있다.

Ⅲ. 경로의존적 제도의 고착화
1. 제도형성의 경로의존성
1) 제도의 자기강화적 특성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의 근본적인 요인은 외적인 충격에 의한 위기 상황이다. 그렇지만 제
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존의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서 새로운 제도가 형성됨을 강조한다. 즉,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도 기존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취할 모습을 제약한다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제도에 의해 형성된 권력관계가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각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상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Hall and
Taylor, 1964: 954). 이렇게 볼 때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도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도구적·기능
주의적 설명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형성의 우연성·경로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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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 방식의 특징은 제도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의
설명방식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은 각 개인이 주
어진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위한다는 기본 가정이다. 합리
선택론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간들의 교환관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유
지되도록 만드는 동시에 거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파레토의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되
도록 만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자들은 각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행위자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제도가 창조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
은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됨을 강조한다. 또한 현존하는 제도가 다른 대안적 제도보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
는 개인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현존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편
익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
국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기원과 제도의 유지를 모두 개인의 효용극대화 추구에 기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하연섭, 1999: 29).
이와는 달리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설명한다. 즉, 이
들은 제도의 기원이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제도의 유지가 제도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다
고 본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취하게 되는 모습을 제약한다는 경
로의존성과 함께 제도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들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시스템으로서 이의 성질을 갖고 진화의 법칙에 따
르고 있는 것이다. 이의 내용은 Tolbert and Zucker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고 있다. 즉 Tolbert
and Zucker(1983: 22-39)는 입법부의 법과 상급기관의 계층제적 통제기제가 공공기관의 실제적 채
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법과 계층제적 기제에 의해 빠른 속
도로 실적제가 확산되었으나, 일단 정착된 후부터는 법과 계층제라는 억압기제가 없어도 계속 확산되
었다. 여기서 정착까지의 단계가 제도화이고, 정착된 다음부터 계속 확산되는 현상이 조직의 제도화이
다. 다시 말하면, 제도의 정착단계까지는 제도가 법이나 계층제와 같은 억압기제에 의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며, 이렇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된 제도가 당연시된 인지적 사실 구조로 기능함으로써 후기의
제도 채택에 기제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현실의 행정시스템의 다양성을 설명할 때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입장은 다양성이 각국의 문화나 가
치관의 차이에 의해 생겨난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확실히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가 각국의 행정시스템
의 존재방식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문화적 접근방법으로는 차이로부
터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고, 행정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기능방식, 동태 등에 관해서 그다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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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비교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상이한 행정시스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시스템간의 차이를 밝혀가는 것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회에서도 구성원
이 자기 이익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동일하지만, 각 사회가 그것을 해
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행정시스템도 독자적
인 경제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각 행정시스템이 각각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행정 시스템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각각의 행정행위 주체가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 속에서 그것
을 지지하는 행동을 계속하여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정시스템은 자기 강화적인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2) 제도간의 보완성
행정시스템이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면서 일정한 정합성을 보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제도
가 서로 보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느 관습을 전제로 하여 어느 분야에서
하나의 제도적 기구 A가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적 기구의 성과는 A와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의해 결정되어 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제도적 기구 B는 A와
상호 작용하여 서로를 지탱하여 주는 보완적인 관계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시스템을 구성하
는 다양한 제도가 역사적 시간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에 수정을 가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가는 것은 제
도간의 보완성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작용을 강화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이 진화될 때 그 시스템에는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이 보여지고 있다.
첫째, 시스템의 균형상태는 여러 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복수균형의 존재)
둘째, 시스템의 진화방식은 초기상태에 의존하여 상이한 경로를 취한다.(역사적 경로의존성)
셋째, 일단 어느 경로에 들어서게 되면 다른 경로로 옮기는 것은 극히 어렵다.(관성)
넷째, 시스템 변화의 귀착지는 일반적으로 부분적 최적일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전체적 최적이 된다
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예로서는 키보드의 자판배열의 문제가 있다(David,
198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는 왼쪽 위로부터 QWERTY라는 문자배
열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판배열은 수동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시대에 타이프라이터의
키가 서로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이핑의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다. 오늘날의 컴퓨터시대에는 물론 그와 같은 필요성은 없지만 이미 모두가 이 키 배열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키 배열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새로운 타이핑을 배우는 사람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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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배열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비록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정착되어 버려 그 변화가 용이하지 않다.
상호 보완성을 갖는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는 경제시스템이 진화를 할 때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Ikenberry(1988: 223-224)는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일단 형성된 제도적 구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혜집단은 현 제도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이 처음에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이 변화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과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조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변화에 의해 상당한 불이익을
안게 되는 집단이 존재하며, 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집단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제도 개혁이 현존하는 조직과 구조하에서 진행될 뿐 아니라 변화하는 제도도 그것을 둘러싼
조직환경과 일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과 구조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새로운 조직구조가 대부분의 집단이나 개인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해도 변화에 소요
되는 비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 제도의 유지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 제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가변비용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보다 낮을 수 있
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가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제도혁신에 대한 신제도주의론의 한계
제도 혁신에 대한 신제도주의론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성(inertia)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제도화이론에서는 조직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진화론
적이고 자체내에 유전자를 통한 재생산과 같은 지속성이 담보된 과정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조
직은 항상 현상을 유지시키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항상 경로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따
라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변화의 경로상에서 축적된 관성에 의해 미래의 변화의 방향이 제
한되고 규정된다는 논리인 것이다(최창현, 1995:289). 그러나 관성은 작은 변화들의 축적에 의해 급격
히 사라져버리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앞의 로지스틱 방정식에서 제시한 r=3.5 이후 구간들에
서 나타나는 카오스적 행태인 것이다. 즉 관성은 제도의 일반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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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특징인 것이다.
둘째, 제도화이론은 조직이 외부환경에 대한 정당성유지가 조직생존의 일차적 과제로 봄으로써 뿐
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문제도 단기적 차원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기업조직보다
는 행정조직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대 행정조직에 요구되는 적극적인 쇄신
성 혹은 혁신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제도화이론이 포괄적 이론으로 발전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 신제도주의는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이 생존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
을 중시하는 접근은 조직의 내부구성요소나 행위와 조직구조간에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공식-비공식구조간, 명시화된 정책과 실제현실간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정책의 집행은 항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합리성과 효율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기업조직조차
도 신제도주의의 진단에 따르면 정당성의 문제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조직은 항상 규범적 환경에 대한 순응을 통한 정당성의 획득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이웃 조직들의 행위와 구조를 모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구조가 전파된다는 것
이다(최창현, 1995: 289-290).
넷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적절히 설명하지만 제도의 변화는 제대로 설명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Koelble, 1995: 235). 물론 역사적 제도주의 자체가 제도의 지속
성이 제도의 영속성을 의미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의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면 이러한 점
은 쉽게 파악된다.
Krasner의 경우 간헐적인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이어 장기간에 걸친 안정성과 경로의존적인 변화
가 수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kowronek도 기존에 형성된 제도가 혁명적 변화에 의해 급격히 변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Hall도 제도적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Ikenberry도 중대한 역사적 변화에 이어 상대적으로 고정된 제도의 모
습하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모두 제도
가 지속되는 시기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새로운
제도의 모습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 이러한 제도의 결정적 근본
적 변화를 초래하는가 하는 점인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경제적 위기와 군사적 갈들 등을 그 원인
으로 들고 잇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이론은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Hall and
Taylor, 1996: 941-942).
결국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형성이나 변화보다는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도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창
출되는 원인과 조건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Cammack, 1992: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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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행위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선택과 행위에 의
해 제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은 수동적 행위자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행위와 제도간의 이러한 쌍방적 관계에 대한 강조는 이 관계가 구체
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 지를 개념화하고 설명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역사적 제
도주의에서는 아직까지 제도변화의 원인으로서 외적인 충격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내재적 모순과 갈
등, 그리고 행위자들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Ⅳ. 제도혁신을 위한 Chaoplexity이론의 관점
1. 경로의존성의 확대된 이해 : 변동의 축적과정의 중요성
행정시스템은 누군가가 설계하여 그것이 돌연히 시행된 다기 보다도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온 것이
고, 행정시스템끼리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 하나의 행정시스템 내
부에서도 다양한 제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시스템을 보면 시스템을 구
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각 행정하위체제의 행동은 단순 합계되어 전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각 행
정하위체제의 행동이 다양한 제도를 창출하여 이들 제도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속적인 변동을 수반하게 되고 이것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매우 작은 변동
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시스템에 영향을 줌으로서 시스템 전체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로의존성에서 이야기하는 특정제도의 지속성은 한편으로는 그 제도를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제도를 파괴하는 파괴적 힘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왜 특정 제도가 지속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왜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는가? 의 질문을 동시에 던
져야 한다. 기존의 제도주의 이론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과거 제도의 영향이라고 단순화하고 있
으나, 실제로는 단절적 평형(punctuated equilibrium)과 이산구조(discrete structure)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을 과거 제도의 지속성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즉 새로운
제도는 과거 제도가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랜덤오차(random
variation)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변동의 영향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제도가 갖
지 못하는 새로운 특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과거 제도의 특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유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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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직화의 원리
chaoplexity에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새로운 제도가 형성될 수 있는 힘에 대한 함의를 던
져준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 변동의 축적이 무질서로 나아가지 않고 일정한 질서
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부에 질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질서로 끌
어당기는 힘은 단순한 부의 피드백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프렉탈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하였
듯이 거시구조는 자신과 유사한 미시구조의 지속적 반복을 통해 창출이 될 뿐 아니라 그 내부에 안정
적인 일정한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8) 변동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이 안정적인 점들에 수
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사회환경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엄청
나게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 탐색의 과정에서 일정한 안정적 점들로 수렴을 해 가는 지속적인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관성에 의한 제도의 지속과는 다르다. 관성은 과거의 정보
의 지속적인 개선이라면 chaoplexity에서는 새로운 대안들의 지속적 탐색을 통한 혁신적 개혁의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제도혁신의 양면성-단절성과 프랙탈 구조
조직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변동보다는 점진적 변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
진적 변동은 과거의 제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유지의 형태가
하나의 조직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대학교에 학적과를 설치하면 다른 대학교에도 학
적과가 설치가 되고, 특정 대학에서 강의평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형성이 되
듯 제도의 유지 과정에서 다른 조직간의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이 진행되는 경우를 흔히 살펴볼 수 있
다. 이것은 제도 혁신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동과 외부의 다른 조직들의 변동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제도가 형성되어 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내·외부의 변화들이 반영되어
조직혁신이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의 상이한 힘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조직간의 구조가 유사하게
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간의 구조가 상이하게 하는 힘이다. 많은 조직이 관료제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구현의 방식은 상이한 것이 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변화의 과정을 거
치면서 유사함과 상이함이 상존하게 되는 것은 프렉탈 구조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프렉탈 구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이것이 attractor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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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척도(scale)에 매우 의존적이게 되는데9) 특정 시점에서 단절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척도의 크기를
넓힘으로서 연속적인 형태로 치환할 수 있고, 적절한 프렉탈 구조를 발견해 낼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연구결과의 함의들이 매우 상이해 질 수 있다.10) 즉 제도의 변화는 단절성
과 자기유사성에 근거한 반복적 과정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제대
로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및 분석 단위를 통해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4. 제도혁신과 변화를 위한 방법
1) 진화게임적 접근에서 본 제도개혁
행정시스템은 자기 구속적인 시스템으로서 개개인의 행동에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이나 이
행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진화게임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센티브에 기초하여 제도가 변화되어 가는 역동성을 분석하는데
유효하다.
시스템 이행의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개별 경제주체에 의한 창조적 혁신과 학습·모방에 의한 사회에의 파급
② 공적 개입 및 정부에 의한 혁신과 학습·모방의 조정
③ 다른 경제시스템과의 접촉에 의한 혁신과 학습·모방
④ 시스템을 일부러 방치하여 둠으로써 파국을 유도하여 그 속에서 진화의 방향 모색
이들 방법 중 어느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시스템변혁을 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까는 그 경제가
처한 외부환경이나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연구개발을 예로 하여 고
찰해 보면, 도입해야 할 신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는 그것에 개선을 가하면서 산
업경쟁력을 강화하기만 하면 되었던 1950~70년대에는 ②나 ③의 접근방법이 보다 유효하였다. 그러
나 현재는 일본 자신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기술분야도 다수 존재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①의 방법이 보다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이것은 우리나라 해안선을 측정할 때 몇 Meter짜리 자로 측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Mandelbrot는 의하면 해안선을 측정하는
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해안선의 길이는 무한대가 됨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척도(scale)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
을 줄일 수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10) 10년 후에 1997년 12월과 4월 사이에 일어났던 IMF 라는 역사적 사건이 초래한 각종 제도의 변화를 추정함에 있어서 IMF의 충격을
어느 정도 평활(Smoothing)하여 해석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연구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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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보완성과 행정시스템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행정시스템개혁의 둘째, 셋째의 곤란은 행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성이 존재하는 시스템의 개혁은 경우에 따라 극히 코스트가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
제시스템의 개혁은 부분적 최적으로부터 다른 부분적 최적에 이르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는 복수의
제도를 동시적으로 접합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제도개혁의 방법이 가장 낮은 코스트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행정시스템 중에서 가
장 영향력이 큰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행정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제도간의 보완성의 존재를 역으로 이용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최초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모든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열쇠를 쥐는 제도의 개혁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다른 주변적 제
도들의 개혁은 연쇄적으로 순조롭게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3) 우연의 활용
원형(prototype)이란 집단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며, 조직구성원에게 공유되며 이러한 원형은 집단
속에서 자기조직화되는 속성을 지닌다. 생물학의 경우 이러한 반복되는 원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리플
리콘(replicon)이라는 용어가 있다. 리플리콘이란 자기복제를 하는 단위 혹은 재생산하여 나가는 단위
를 의미한다. 생물의 경우 모든 유전정보가 DNA라는 생체 고분자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DNA는 싸
이클링 반응에 의해 자신과 같은 것을 계속 복제해 나간다. 이렇게 복제의 단위가 되고 있는 DNA는
리플리콘의 대표적 예이다. 이 리플리콘이라는 용어를 개념을 확대하면, DNA라는 생물학적 유전인자
뿐만 아니라 자기복제를 하는 과정속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들을 모두 리플리콘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패턴과 사고방식은 물론 기술적 역량, 조직형태, 문화 등도 리플리콘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리플리콘의 과정을 조직에도 적용하면 조직의 생존과 진화도 설명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에게 반복될 가치가 있는 일처리 스타일이나 사고방식 등이 하나의 원형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러한 원형은 구성원간 조직내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유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
복·복제되는 과정속에서 때때로 돌연변이를 일으킴으로써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질서의 계
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원형과 그의 닮아가는 과정속에는 무한한 다양성과 복잡
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능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요소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
시 말해 반복되어 복제되는 과정 속에 우연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속
에서 탄생하는 결과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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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의 경우 DNA라는 유전인자에 의해 복제되고 재생산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성교차에 의해 발
생되는 필연적 우연과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되는 무작위적인 우연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새로이 나타나는 유전인자 중에 환경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새로운 형
태로 진화할 수 있다.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하여 산을 만들 때도 삼각형이라는 기본원형을 활용하지만, 이 삼각형을 유클
리드 기하학 방식으로 정연하게 겹쳐나가면 단순히 삼각형이 겹쳐있는 모양일 뿐 산이 되질 않는다.
대신에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잡을 때 중점의 위치를 법선의 방향에서 난수(亂數)를 정해 주면(즉
우연을 활용하면) 자연에 가까운 산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나무를 그릴 때에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서만 가지를 그려 나가면 한가지 그림밖에는 그려 나갈 수 없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도 없다.
그렇지만 가지가 뻗어나는 점, 뻗어가는 방향과 길이 등을 난수계를 이용해 우연하게 결정하면 자연
에 가까운 모양을 무한히 그려 나갈 수 있다. 우연이란 이와 같이 다양성과 창조성의 원천이 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뉴턴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근대 과학은 이러한 우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근대 과학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필연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필연을 규명하는 것이
과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먼 과거에 한 번 창조되었을 뿐 지금은
스스로의 창조능력이 없는 자동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계속 발견하고 있는 것은 스
스로 창조할 수 있고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주의 자생력이다. 이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중
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전통적 조직관리이론은 정해진 계획과 짜여진 틀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효율적
으로 돌아가는 기계적 경영관리를 강조해 왔다. 그 속에서는 이미 정해진 규칙과 규율이라는 필연이
있을 뿐 우연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우연히 배제된 경영 속에는 혁신이나 창조성이 발붙이기 어렵다.
이처럼 우연적 요소는 기술혁신을 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질서를 창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고 이 우연적 요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일
이다. 다시 말해 우연적 요소를 조직관리의 핵심요인으로 끌어들이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우연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와 주변여건을 마련하고 되도록 많은
우연들이 촉발되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발생한 우연들에 대하여는
방치하지 말고 그것들 중 가능성있는 것들을 재빨리 포착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우연적 요소를 활용하는 구체적 관리방안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진행에
있어서도 미리 정해진 주제의 선정과 연구개발 작업의 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는 것도
우연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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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어

제도에 대한 이해는 제도의 발생과 지속 그리고 혁신내지는 소멸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도화 과정에서 참여하는 개인들간의 권력관계 및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되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는 점차 복잡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복잡한 연구대상에 대해서 예측력을 높이려면
많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기술력(descriptivity)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태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Chaoplexity의 관점은 이러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고 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로서 순환고리성, 초기치의
민감성, 프렉탈 구조, 자기조직화와 발현 현상들의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chaoplexity의 관점
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의 개념은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시점의 제도가
다음시점에서도 지속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 제도 내부에 작은 변동들이 축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로의존성이 단절과 혁신의 원인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척도의 선택과 간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현상의 복잡
성의 기원에는 매우 단순한 구조의 지속적 반복과 상호작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적절한 척도를 선택하
는 경우에는 그 패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기보다는 핵심
적인 변수로 최소화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적절한 척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고 핵심적인 변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본인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과 비선형 시스템 이론의 발전
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로지스틱 방정식의 그림들은 1960년대 초반만
해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엄청난 양의 연산을 손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컴
퓨터 기술은 이러한 연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과거에 발견 못한 패턴들을 찾아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전략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이 인공사회를 시뮬레이션 해냄으로서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행
태들을 거시적으로는 제도와 조직 그리고 사회의 변화들을 묘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t과고 있
다. 이러한 기법들의 개발은 과거 정태분석를 되고 있는 많은 사회과학 연구의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향후의 연구과제는 전적으로 본인을 비롯한 학자집단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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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화과정에 대한 연구
: 2005년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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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직윤리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
으로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지신탁제도’
를 활용하고 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재
산과 공직자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 직무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5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동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의 이해충
돌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이것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으며, 최종 입법화까지 약 8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제도의 하나로서, 지난 8년 동안의 논의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특히 이 논의과정에서 시민
단체를 비롯한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는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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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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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of interest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weakening public servant s ethic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like as USA or Canada, blind trust has been used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
Blind trust is the useful institution to dissolve the ethical dilemma between private asset and public
obligation as a public servant. Korea had updated Public servant ethics law to introduce the blind trust
system in 2005. In the late 1990s, some NGOs had appealed many conflict of interest case i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ed the introducton of blind trust. About 8 years were
taken to introduce the blind trust in Korea. Blind trust is the symbol of ethical system in public sector
and the law initiated by NGO. So the analysis of legislative process of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Korea is very meaningful research for the systemic introduction of similar law or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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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부 주요 선진국들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공직부패나 혹은 낮은 수준의 정부 신뢰 문제에 직면하
여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OECD는 물론이고 UN 등에서도 여전히 공
직윤리, 정부신뢰, 투명성의 제고의 필요성을 각종 권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적 수단으로‘이해충돌방지제도’
가 강조되고 있다. 즉‘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은 공직윤리의
확보를 근원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때 부패 발생 가능성은 높
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선진 외국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들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백지신탁(Blind Trust)’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공직 진입 전,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까지 공직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공직윤리 확보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가 지난 2005년 도입되었다. 물
론 이미 도입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내용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많은 논란을 거쳐서
입법화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망 속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기본적 취지가 일부 상실되고, 제도 자체가 일부 왜곡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직윤리제도의 핵심으로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과정을 분석함으로
서, 어떤 배경 하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였고, 무엇이 쟁
점으로 논의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유사 제도의 도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백지신탁제도’
의 도입 논의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기본적으로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사례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가장 중
요한 입법과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국회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공청
회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의 내용 및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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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 도입 및 논의의 배경

그 동안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윤리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 윤리제고라는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제도의 하나가 바로 지난 2005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년 11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상의‘백지신탁제도’
이다.
이 제도의 직접적 목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직자의 윤리 제고와 정부신뢰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 공직윤리 시스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획기
적 제도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 제도가 시민단체에 의하여 이슈화되기 시작된 지 근 8년여 만에 우여
곡절 끝에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부패방지 및 윤리제고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와 같
은 제도가 오랫동안 논의되고, 또 제도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중
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 수준에 대한 내외부의 부정적 평가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이, 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부
패인식도(CP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간신히 5점을 넘는 낮은 상태로 조사되어, 국제사회
에서도 한국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백지신탁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던 1998년부터 2005년까지만 보아도, 부패인식지수가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
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최근 들어와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2010년 조사 기준
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 CPI는 6.97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훨씬 낮
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부패인식지수(CPI)의 변화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I)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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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 있었던 정당, 의회, 기업, 언론 등 주요 6개 사회 분야에 대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에서도 평균 3.9점(1-청렴, 5-부패)으로 세계 평균 3.6점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의회 등 정치분야에 대해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사회의 경우에도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2> 참조).
〈그림 2> 2009년 우리나라 주요 사회분야 GCB점수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는 곧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
뢰도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 미국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공공분야의 대국민 신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NGO

한국

3.3

3.9

3.0

5.4

미국

5.9

6.1

6.0

6.8

자료 : KID조사(2006), US News & World Report(2005)

2.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부재와 미흡한 공직윤리시스템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공무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
을 의미한다. OECD(2003: 53)에서는‘공무원의 공직과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
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서 나타나며, 이 이익들은 공직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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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해충돌 회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No one may
judge his/her own case)’
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과 여타 사적 관련자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시간이 지
나면서 권력의 분립 원칙과 최근에는 공-사 부문의 접촉 증대에 따른 구축되는 거버넌스에도 적용되
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OECD, 2003: 1-3)
공무원도 사람이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즉 아무리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싶
어도 자신의 이익이 직접 관련되거나 본인이 잘 아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 이해충돌의 회피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로서 이해된다.
물론 이해충돌이 부패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공직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 임용 예정자가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부분 자신은 소유재산과 관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직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해충돌의 적극
적 회피를 거부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의무론적 입장에서 이해충돌 회피가
지향하는 가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부패행위나 공정성을 상실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후에 이해충
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 제도화에 있어서는 행위의 고의성, 자의성, 결과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것
이 이해충돌에 대한 법제화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의 회피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 관계
(제도)의 신뢰성 유지에 있다. 즉 이해 충돌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은(즉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업
체의 직원들도 대표와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신분이다) 모두 대리인(agent)의 신분으로
서 주인(principal)과 관계를 맺고 있다.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신탁에 의한 대리, 즉 위임의 관계가 설
정되어 있으며, 그 대리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성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은 이와 같은
신뢰성 있는 대리인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인은 대리인의 성실한 신탁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주장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주인(국민이나 대통령)을 배반할 수
있는‘이해충돌’
에 직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
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거나 사전에 이해충돌의 가능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의 해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이다. 적
어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충돌의 회피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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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해충돌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관계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
극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체계적인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자체를 윤리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충돌의 회피 및 이것의 제도화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많은 조항들이 사실상 이해충돌의 회피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들이 모호하였으며, 미약한 규정조차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2002년 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에도 부분적으로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조항(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직중 공무원
의 직무수행에 국한된 것이다.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공직윤리의 제고를 입법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서 지금까
지 이르고 있다.
1981년 처음 제정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은 매우 허술하여 등록된 재산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또한
규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였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6월과 7월에야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이 비교적 전향적으로 개정되었다.1)
공직자윤리법의 기본적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
용한 부당한 재산취득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통해 공직자 재산의 부
정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데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
조). 1981년 제정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히 체계적
으로 발전하여왔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993년의 4차 개정법은 확실히 종전과 비교하여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때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직의 경우 3급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재산등록시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 경위, 시기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허위등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규정(경고,해임 등)을 마련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종전에는 위원 9인중 7인이었던 공무원수를 4인으로 축소하였다.
·1급 이상 공무원, 3급이상 세관장, 치안감 이상의 경우,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도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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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것이 동법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규정도 재산등록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공직윤리의 확
보에 있어서 재산등록과 공개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특히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직무관련 이해충돌 규정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이해충
돌과 관련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빈번하게 고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정성 시
비가 발생하였다.2)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동안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례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결
국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여 관련 공직자만이 아니라 정책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
기하였으며, 또 실제로 불공정한 공직수행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미비가 공직부패의 발생 및 낮은 청렴도로 연결된다는 지적은 실제 조사에서도 나
타났다. 즉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를 제외할 경우, 가장 많은 응답으로서‘법제도 및 불합리한 규제’
를 들고
있다. 문화와 제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결국 부정적 사회문화가 법과 제도의 정
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하며, 동시에 잘못 만들어진 제도는 부정적 사회문화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
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우리 사회 부패발생의 원인

(단위 : %)

항목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4.4

29.4

32.0

25.2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3.1

17.7

17.5

19.0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20.1

10.9

15.0

12.6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

17.8

29.3

15.5

24.2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3.3

12.1

18.0

18.6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09) 내부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예를 들어서 국회의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사례, 정보통신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
원,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차관직을 수행하는 사
례, 금융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금융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 등 이해충돌을 야기한 사례들이 그 동안 비일비
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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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
1) 선행 연구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백지신탁제도, 그리고 이것의 입법화 등과 관련한 선행연
구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 창립 이후 발간된 학회보의 게재논
문과 양 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의 발표논문, 그리고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조사하였다.3) 물
론 다른 학회의 학회보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
개 학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한국정책학회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한국행정학회를 통해서만 발표된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이해충돌 및 백지신탁 관련 선행 연구 목록
구분

종류

관련 논문
김호섭(2002), 고위 공직의 윤리
윤태범(2003a),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윤태범(2003b),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윤태범(2004),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
박흥식(2008), 이해충돌법 연구

학회보

박흥식(2008),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부패방지위원회(2003),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체계 구축방안
부패방지위원회(2003),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행정자치부(2004), 공직자윤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청렴위원회(2005),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2005), 투명사회협약 입법안 수립
국가청렴위원회(2006),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논문은 한국행정학회를 통해서만 발견
되었다. 먼저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문이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
이다. 김호섭(2002)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체계게 기초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윤태범(2003a)은 공직
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기본적 논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학회보와 관련된 논문은 양 학회의 홈페이지 및 관련 학회보 및 세미나 자료집을 통하여 전수조사하였으며, 관련 연구용역은 행정안전
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이트인 프리즘(www.prism.go.kr) 및 관련 부처들(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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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을 구체
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윤태범(2003b)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대안의
하나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미국의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다시 2004년 논문에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논문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박흥
식(2008)의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박흥식은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
적 논의와 더불어, 법적 측면에서 이해충돌 관련 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나 혹은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학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반면, 정부
에 의한 관련 연구용역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약 6건 정도의 연구보고서가 간행되
었다. 이 연구과제들은 모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특히 행정자치부
(2004)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 도
입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행정자치부에 의한 제도 도입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주무부처가 아닌 국가청렴렴위원회(이전의 부패방
지위원회)가 이해충돌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보고서를 낸 것은 당시 이해충돌의 방지를 핵심적 내용으
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으로 이해충돌의 방지
강화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2005)도 당시 정부-국회-기업-시민
사회간에 이루어졌던 투명사회협약의 실천과제의 하나로서 백지신탁제도 도입방안을 보고서를 통하
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들은 공직자의 윤리제고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 및 이것의 대안으로
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동 법안의 제시에서 부터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입법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2) 분석의 틀과 주요 분석내용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상의‘백
지신탁제도’
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 제기 및 관련 법안
의 청원활동에서부터 국회에서의 입법화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 입법사례라는 점에서 정리의 어려움
이 있다. 즉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었던 관련 주체들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수집, 정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특히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회의별로 구체적인 발언내용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
은 어려움은 사례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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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정리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확인되며, 논의에 참여하였던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의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은 시민단체 주도의 대표적인 입법사례라는 점에서, 사례연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4)
이 사례는 넓은 의미에서 정책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 대한 일반적 모형은 다양하게 제
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anderson(2002)은‘(문제 인식에 따른) 의제설정-대안의 형성-정책 채택
및 집행-평가’
의 구조로 설명하며, dunn(2008)은‘의제설정-정책형성-정책채택-정책집행-정책평
가’
의 단계로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들은 정부의 활동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사례와 같이 시민단체 주도적인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반면
eyestone(1978)은 의제설정 단계를 강조하여,‘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정책의제’
를 제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시민단체-정치권-정부-국회’등 매우 광범
위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입법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이 사례의 특성에 맞게 앞서의 모형들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문제 제기단계-공중 의제 형성단계-정책 아젠다 형성단계-정
책화단계’
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참여 주체들의 활동, 참여주체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표 4>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
사례의 정책 단계 구성
단계

주요 관련 내용

문제 제기 단계

시민단체 등에 의한
문제 제기 활동

공중의제 형성 단계

정당의 지지와 수용 및
관련 법안 제출

정책 아젠다 형성 단계

정부의 의제 수용과
입법안 마련

정책화(입법화) 단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주요 분석 내용

- 주요 참여주체(시민단체, 정부 등)
- 참여주체간 상호 작용 양태(협력, 갈등 등)
- 주요 활동(문제제기, 법안마련, 입법활동 등)
- 핵심 쟁점(입법화 필요성, 위헌 가능성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정책의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방민석(2006)의 경우 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 문제를 논
의하였으며, 박대식(2004)은 제도주의 관점에서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동윤(2006)은 국회의 입법과
정에서 시민단체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안이 문제 제기단계에서 최종 입법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한국행정학회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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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백지신탁제도 도입배경과 내용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하게 이
루어져왔다. 특히 OECD의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
인 제도적 장치들을 꼼꼼하게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에서의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법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지시나 규정, 협정, 강령, 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으로 미국은 형법,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윤리강령, 비망록 등 고려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
안들을 통하여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해충
돌을 회피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선물이나 혜택의 거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서 사익의 제한, 사임, 직무이동, 투명성 제고, 그리고 백지신탁 등을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5> OECD 국가에서의 이해충돌 관련 법규들
형태

국가별 구체적 법규
·폴란드 : 공무원법(1988),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의한 기업활동 제한 법(1997)
·터키 : 이익의 선언과 부패방지에 관한 법(1990)

기본 법규
(법령 등)

·오스트리아 : 공무원 강령, 사법강령
·미국 : 형법중 뇌물, 독직과 이익충돌 규정(Title18, Ch.11, )
·아이스랜드 : 공무원법(1996), 행정법(1993)
·그리스 : 공무원 강령(법 2683/1999)

부수적 법규
(지시, 규정 등)

·독일 : 연방행정상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1998)
·미국 :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원칙(대통령지침 12731/1990)
·캐나다 : 하원의 상설적 규정

법적 문서
(령, 협정 등)

·스웨덴 : 공공부문 특별협정
·아일랜드 : 재무부 회람
·덴마크 :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
·아일랜드 : 정부가 승인한 각료 핸드북(1998)

행동강령

·캐나다 : 공무원의 이익충돌과 퇴직후 고용에 관한 강령(1994)
·영국 : 공무원 관리강령(1995)
·미국 :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표준

비법적인 문서
(지침, 조언 등)

·캐나다 : 윤리감독관의 지침
·미국 : 비공식적 자문서, 비망록 등(OGE), 비망록(법무부)
·덴마크 : 각료와 공무원간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1998)

자료 : OECD(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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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해충돌 해소의 수단(OECD)

자료 : OECD(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p.74.

이와 같은 OECD 국가의 사례 중에서, 미국은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백지신탁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5)
미국의 경우 처음부터 명료한 법에 기초하여 백지신탁제도가 활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백지신탁제
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당시의 재정적 이해충돌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
령과 고위 연방공무원들은 재정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백지신탁에
자신들의 재산을 신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정부윤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역대 대통
령 후보자들은 백지신탁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일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 및
상원 인준위원회(confirmation committee)와 협의하여 처리하곤 하였다.6)
1977년 대통령 후보자와 대통령 지명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지침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
은 고위직 대통령 지명직들의 상세한 재정적 공개(Financial Disclosure)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정적 이해의 충돌이라는 외양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치적 배경에서 사회, 경제적 환경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직윤리제도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제도에 기초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위직 인사검증
이나 청문회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제도 도입을 함에 있
어서 미국의 관련 제도의 도입배경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외국의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제도적 외영만 모방을 하였을 뿐, 외국의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구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6) 전형적인 백지신탁 계약은 대통령이나 고위직의 자산을 이들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피신탁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약속의 일종이다.
신탁계약을 통해서 수탁자에게는 당해 공무원에게 자세한 거래내역을 통지하지 않고서도 신탁된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살 수 있
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신탁”
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백지신탁은 국민들의“신뢰”
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신
뢰”
에 근거하여 운용되는“신뢰”유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4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고위직 재직이라는 공적 경험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 당선자인 카터는
그의 후보자들과 지명자들이 정부를 떠난 1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전직장을 대상으로 로
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약 30년 가까이 명료한 틀이 없는 상태에서 운용되던 백지신탁제도의 비공식성을 공식화하는 여론
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의 결과 1978년 제정된 정부윤리법에 백지신탁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
게 되었다. 정부윤리법은 적격한 분산신탁과 적격한 백지신탁이라는 2가지의 백지신탁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윤리국(OGE)을 설치하여, 백지신탁제도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백지신탁 제도가 법적 장치를 마련한 후, 백지신탁이 보다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백지신탁제도 자체의 활용의 불편함 등에 대한 지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 논의가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 1989년 윤리개혁법에는‘처분 인증서(certificate of divestiture)’
의 발행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연방윤리규정에 순응하기 위하여 재정적 이해가 걸려있는 자산을 매각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는 재정공개제도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이
해될 수 있다. 이 2가지 제도의 적절한 조화가 바로 백지신탁으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7) 모든 공무원들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 혹은 공직에 있으면서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적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적인 재산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법이 이해충돌을 회피를 위하
여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자격의 박탈(disqualification)’
과‘재정 공개(financial
disclosure)제도’
이다.
자격의 박탈(disqualification)은 공무원(혹은 공무원과 아주 가까운 사람, 자식, 부인 등)이 재정적
이해를 갖는 경우, 공무원은 특정한 정부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행동이나 권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해충돌관련 법의 기본적인 사고이다(18 U.S.C. §
208). 물론 대통령이나 부통령, 의원은 이러
한 자격의 박탈이라는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18 U.S.C. §
202(c)). 이를 제외하고, 이해충돌의 관
계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격이 박탈(disqualify)되거나 혹은 회피(recusal)되어야 한다.
재정 공개(Financial Disclosure)는 1978년의 정부윤리법에 따라서 이해충돌의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재산의 소유를 방지하고, 고위직의 윤리적 행동과 관련되는 재산의 소유를 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미 대법원의 판결의 표현을 빌면,“정부를 대신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사적인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훼손될 수 있다.(United States v. Mississippi Valley Generation Co., 364
U.S. 520, 549(1960)”
는 것이다. 이해충돌은 이와 같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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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5 U.S.C. app.§
§
101). 다만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규정상 다음의 3
가지중(백지신탁 등)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된다(5U.S.C. app.
§
102(f)(1)). 그것은 ①적격한 백지신탁 ②신탁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하여 창설된 경우, ③적격한 분산신탁의 경우이다(5 U.S.C.app.
§
§
102(f)(2),(3)-(8)). 선출직 연방공무원, 즉 대통령, 부통령, 의원들이 이 규정의 주 적용대상이 된다.
이해충돌 규정의 적용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입직시 재정보고서와 재직중 재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 자료는 소속 기관의 윤리담당자(DAEO)에게 제출되며, 윤리담당자에 의하여 이해충돌의 여부에 대
한 확인을 받으며,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는다. 이해충돌이 있
을 경우, 윤리협정(Ethics Agreement)을 맺게 되는데, 윤리협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다음의 자료들을 DAE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6> 윤리협정의 유형과 증명방법
협정(agreement)
처분(Divestiture)
신탁(Qualified Trust)
기피(Recusal)
사직(Resignation)
위탁(Reassignment)
면제(Waiver)

요구되는 증명들
당사자로부터의 문서화된 확인.
5 C.F.R. part 2634의 Subpart D에서 요구하는 것들
자세한 내용의 기피협정 복사본
당사자로부터의 문서화된 확인, 편지 포함
가능한 한 위탁서를 포함하는 문서화된 통지
임용권자의 확인이 있는 포기각서

자료 : (5 U.S.C. app.§
106(b)(3) ; 5 C.F.R.§
2634.605(b)(5)(ⅱ)).

공무원의 재산이 심각한 이해충돌을 야기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윤리감독관에 의하여 특정 자
산을 처분할 것을 요구받는다((5 C.F.R. §
2635.403(b)).8)
자격의 박탈(Disqualification) 혹은 기피는 가장 일반적인 윤리협정이다. OGE는 이해충돌의 회피
를 위하여 가능한한 기피를 권고한다. 다만 이것이 상황에 부적절한 방법인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의
권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신탁(Qualified Trust : 5 C.F.R. Part 2634. Subpart D)은 비용과 복
잡성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기피, 포기, 처분, 기타 협정이 부적절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다.
신탁제도를 활용할 경우, 백지신탁이나 분산신탁으로 분류되기 전에, 신탁 자체가 OGE 장에 의하
여 반드시 인증 받아야만“적격한”신탁이 된다. 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30일 이내에 적격한 신탁으
로 이전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rer)에 의하여 출판된 미국의 연방정부 법령집으로서, 총 50개편으
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5번편(Administrative Personnel)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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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국은 제도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
였으며,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백지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도 백지신탁을 적용한 사례
들이 보고되고 있다.9) 그리고 이와 같은 백지신탁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있다.10)

Ⅳ. 우리나라의 백지신탁제도 도입 과정 분석

우리나라에서의 백지신탁제도 도입 논의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문제의 제기와 이슈 형성에서부
터 정부 내에서의 논의, 국회의 입법화 단계까지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매우 긴 과정이었다. 따
라서 이 모든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리한 문헌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논의과정
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들을 토대로 각 참여주체별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주체들간에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사례
연구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의 방법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
였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명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
지만, 확인 가능한 자료상 본격적인 논의는 대략 199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즉 공직자들에 의하여 발
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들에 대한 시민단체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의 제기가 결국 입법화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단체에 의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관련 법안, 즉 공직자윤리법
의 개정과 관련한 입법 청원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난
2005년 4월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니, 문제 제기에서부터 입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대략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정을 주요 주체들을 활동을 중심으로 정
리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예를 들어서 딕 체니 부통령은 석유회사(Halliburton)의 CEO를 사임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존 콜진 상원의원도 Goldman
Sachs의 CEO를 사임하고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였다. 그리고 래리 톰슨 법무차관은 애틀랜타 법률기업인 King&Spalding의 파트너
로 일하다 법무차관으로 발탁되어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보유주식과 스톡옵션을 모두 처분하느라 상당산 재산피해를 보았지만 이를
감수하기도 하였다.
10) 예를 들어서 샌디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1994년 석유기업 아모코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한참
후인 1995년 6월에야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만 3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리고 안쏘니 레이크 NSC 보좌관은 1993년 본인과
부인 소유의 주식(Exxon corp, Mobil Corp, Teco Energy 등)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2년 뒤인 1995년 6월에야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법무부에서 고소를 하자 민사합의금을 지불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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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단계 : 시민사회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대응방안 제시(1998-2005)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마련되는 전 기간동안 시민단체의 적
극적인 활동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특정한 공직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 제기
와 더불어, 이것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8년 12월 6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10여명의 상
임위 배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1)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대부분 약사와 의사출신인 이들 의원들은 의약분업과 관
련한 법 시행의 연기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고 약사법 부칙 조항을
개정하려는 등 의약분업에 매우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1999년 8월에는 사학에서의 비리 근절
을 위한 교육관련 법안을 심사하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오히려 학교운영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
한 조항들이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학을 운영하고 있었던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
하였던 것이다.
이후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해충돌의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
어서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까지는 공직자의 이해충
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제기된 적이 거의 없었음은 물론,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과
관련된 조항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이었다.
즉 시민단체의 이와 같은 이해충돌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 당시의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당사자 스스로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수용하여 시민사회에 의하여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소한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12)
시민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제도적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 매우 특기할만한 일이다.
시민사회에 의한 활동이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이해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제시한 법
률적 대안은 약 4건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중 3건은 참여연대에 의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참여연대 보도자료(1998.12.16).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274
12) 예를 들어서 2002년 KT 사장이었던 이○○ 정보통신부 장관은 장관직 취임직후 KT 사장 시절 매입하였던 KT와 KTF의 주식을 매각
하여 이해충돌의 발생 여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김○○ 의원도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의 자리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주식간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기 보다는 수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서 이해충돌의 문
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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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

①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13)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01년)

2001년 11월 3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14) 시민연대가 제
안한 안에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의 경우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
족임을 지적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청원하였다. 청
원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대상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의 기재 의무화(안 제4조)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재산의 매각,직위의 사퇴 등을 의무적으로 권고토록 함(안 제8조
의2 제3항:신설)
- 재산 허위등록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의2:신설)
- 공직자의 공금유용죄,직무유기죄,가중처벌제도 도입(안 제29조의 6,7,9 : 신설).

② 참여연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03년)

2003년 6월에는 참여연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을 입법청원하였다.15)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적 한
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라면서, 참여연대는 공직
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
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였다. 이 법안에는 고위공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한국YMCA 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다.
14)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200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5) 참여연대(2003),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참조(2003.6.25) 당시 새천년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입법청원하
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화과정에 대한 연구 | 129

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과 더불어,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서 백지위임신
탁제도를 제시하였다. 이때 제안된 참여연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 변경하여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상황 심사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가 문제 재산의
매각, 직위 사퇴, 백지위임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명령
-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
미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 공직자 본인 또는 친인척의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 직무 수행시, 직무 제척, 회피
- 공직자의 직무 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
- 부정부패로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 취업 금지함
-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③ 참여연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04년)

2004년 11월 참여연대는 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지난 2003년 6월에 이어
서 두 번째로 청원한 것이다. 2003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을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때까지도 이해충돌이나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
의가 요구는 있었지만, 이것이 국회라는 제도권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이었다. 이에 참
여연대는 국회에서의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개정안을 다시 청원하였다.
즉 당초 제안하였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음은 청원안을 제시한 것이다. 2003년
도에 청원하였던 내용 이외에 2004년도 청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16)
- 백지신탁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와 경제부처 재산등록대상자는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과 관계없
이, 재산등록대상자는 직무연관성을 따져 직무연관성이 있을시 백지신탁함.
- 신탁 하한액은 1,000만원으로 함.
- 백지위임신탁을 명령 받은 재산등록대상자는 60일내 매각
- 수탁자의 자유로운 신탁주식 양도·매각,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간 신탁주식 협의 금지 등
-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2년간 재직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 이해관계 갖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
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참여연대(2004),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참조(2004.11.9) 당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입법청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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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실련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05년)

참여연대 이외에 또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005년 4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경실련은 개정
안의 제안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7)

“1981년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및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공직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운용은 지극히 형식화되어 법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와 백지신탁제도 도입,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공직자윤
리법」개정 논의에 맞춰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여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고, 국회의 입법권한이
신중히 행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원을 합니다”

경실련이 국회에 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법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
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
한 일반적인 방법의 개선 이외에 주식 백지신탁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등록대상 재산에 선물(先物), 옵션 포함, 부동산 재산등록시 공시지가와 시가 함께 신고
-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공개 강조
- 재산등록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 자료제출
-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및 공정성 제고방안 필요
- 이해충돌 방지수단으로서 백지신탁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공직자로 설정
- 신탁재산의 범위는 비상장 주식을 포함 모든 주식과 채권, 하한금액은 3천만 원
- 재산공개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2. 공중의제 형성단계 : 정치권에서의 관련 법안 제출(2004-2005)
시민단체에 의한 지속적 문제 제기 이후, 비록 수동적이기는 하였지만,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경실련(200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보도자료(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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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법안들이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한편에서는 논의를 복잡하게 하였으면서도, 결국 이
과제가 갖는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논의 자체를 풍성하게 하고, 공론화하는데 기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정당에서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법과 관련하여 5개의
의원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먼저 2004년 6월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2004년 8월에, 이어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004년 11월에 제출되었다.18) 이중 권영세 의원, 박재완 의원, 그리고
이영순 의원의 법률안이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이영순 의원의 법률
안이 상대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 의원의 법률안중 백지신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영순 의원 법률안의 경우,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제
도의 도입 속에서 백지신탁제도를 제시한 반면, 여타 의원의 경우 백지신탁제도 도입만을 주로 주장하
는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표 7> 의원 제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권영세 의원 법률안

박재완 의원 법률안

이영순 의원 법률안

- 신고된 주식거래내역 심사 결과, 공개대 - 주식거래내역 신고의무를 등록의무자로 - 재산의 소득원, 취득경위, 취득일자 등
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확대.

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권 페지
주식에 대해 신탁 명함.
- 신탁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관

- 공개대상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

을 표시함.
- 이해충돌 우려시, 재산매각, 직위해제,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해소 처분을 명함.

없이, 등록대상자는 직무관련성 있는 경 - 재산공개대상자, 경제부처 재산등록대상
우에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자는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과 관계없

- 신탁명령을 받고도 신탁증서를 제출하

대해서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함.

이, 재산등록대상자는 직무관련성을 따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

- 이해관계자가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

져 백지신탁하며, 신탁 하한액은 1,000

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증서를 제출함

사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비상장

만원으로 함.

기업의 주식으로서 매각과 대체취득을 - 재산등록 거부권 삭제.
통해 백지신탁의 취지를 구현하기가 현 - 공직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
저히 곤란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되,

해와 연결되는 직무 수행시, 직무 제척,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함께 규정함

회피.
-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
- 퇴직후 2년간 이해관계 있는 업무와 관
련 대가 받고 타인 위하여 활동해서는
안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
을 경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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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아젠다 형성단계 : 대통령의 수용과 정부 입법안의 마련
새로운 법안을 정부가 마련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특히 법이 공직사회
의 윤리를 제고하는 목적을 갖게 되면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 관련 공직자들은 대개 소극적으로 대응한
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입법화에 대한 의지와 수용은 정부내 법안 마련작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물론 대통령이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수용한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2002년 대통
령 선거당시부터 형성된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 선거과정
에서 여, 야당 후보자들 모두 공직윤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공직자재산등록제도 개선을 통한
공직윤리의 제고,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의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19) 민주
당의 노무현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국갑정보원장 등 권력기관
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강화, 부정부패사범의 사면,복권의 제한,
돈세탁방지제도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20)
이와 같이 각 당의 후보자들은 부패방지와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였다. 물
론 각당 후보자들은 공직자의 윤리확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방지나
이것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명시적 공약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
신 각종 기자간담회 등에서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부패수사전담기구 설치 및 백지신탁제도 등을 개혁 추
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5년 3월 9일 용산 백범기념
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한명으로‘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
장’
에 서명하고 백지신탁제도 도입 방안을 밝혔다. 협약의 실행을 위해 노 대통령은“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가야 한다”
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공직자윤리
법 개정,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21)
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이 정부내 의제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7월 11일이라고 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의원들이 발의안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검토는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4)의‘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안 검
토보고서’
를 참조.
19) 한나라당(2002), 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참조함.
20)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3),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21) 노 대통령은“무엇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면서“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패추방의 방법”
이라고 지적했다. 또“정부도 부방위를 중심으로 450개의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과제를 도출해 개
선해 가고 있으며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범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
도록 국민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며,“한국이 산업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듯이 부패청산과 투명화에서도 또 하나의 본보
기가 되도록 하자”
고 당부했다(2005.3.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50309 113232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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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정부혁신 로드맵을 만들면서 행정개혁로드
맵 부분중 깨끗한 행정을 위한 개혁과제로서“이해충돌의 방지제도”
를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정
부혁신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정부혁신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추진일
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2)
- 2004년 1월 정부혁신위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관련 회의
- 2004년 4월 9일 정부혁신위-행자부 이해충돌 논의
- 2004년 5월 18-27일 개정안 입법예고
- 2004년 5월 27일 행자부, 혁신위 공청회 개최
- 2004년 9월 22일 행자부 정부입법안 제출
행정개혁전문위원회와 행정자치부(당시 공직윤리담당관실)와의 공식적인 첫 논의는 2004년 1월 29
일 이루어졌다.23)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초기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생소해하였으며,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첫 회의시 행정자치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논의
자체를 연기하여 어느 정도 연구를 한 후 논의하자는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
미 참여연대 등에 의하여 이해충돌 및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결과물들이 발표되
었으며,24) 국회에 법안까지 청원되었으며, 정당에서도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
득력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주무부처
인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동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준비에 적극 나섰다. 행정개
혁전문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으로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
며, 2004년 4월 9일 첫 공청회가 개최되었다.25) 이후 정부내 논의과정을 거쳐서 동년 9월 14일 국무
회의에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이어 9월 22
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4. 입법화 단계 : 국회내에서의 처리 및 법 개정
2004년 9월 정부안의 제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논쟁은 주로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논의과정과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3) 행정개혁전문위원회 회의록(2004.1.29)회의록 내용 참조함
24) 이에 대해서는 앞의 2장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음.
25) 행정자치부(2004). 백지신탁제도 도입관련 공청회(2004.5.27). 구체적인 논의내용과 추진일정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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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과정과 내용(2004년 9월~2005년 5월)
일시 및 논의주체
2004년 9월 22일

주요 내용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백지신탁 도입‘공직자윤리법’개정안 행정자치위원회 첫 상정

2004년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 행자위수석전문위원 정부안 및 국회의원 제출안 검토보고서 보고
- 이영순 의원 법안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
- 행자부 장관 정부 제출 법안 설명하였으며, 이후 정부안 중심으로 개정안 논의 시작됨.
※ 자료 과다, 논의 미정리, 의원 출석 저조 사유로 토론 하지 않음
-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사실상 첫 논의 시작
- 위원장, 법안제출 의원들의 미참석 등 운영상 문제점 지적

2004년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 한나라당, 당론 미정리 이유로 공청회 개최 주장
- 백지신탁 적용대상 범위, 수탁금 기준, 선출직 적용, 기업 소유 의원 적용여부, 사유재산권 침해,
- 고지거부자 제외, 직무관련성 심사, 심사기구 설치 이슈 중심으로 회의 진행
- 공청회 결정
※ 의원들 백지신탁제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가운데 회의참여
- 백지신탁제도 도입 관련‘공청회’개최

2004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

- 행자부 감사관, 3인 외부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여
- 적용대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고지거부 폐지여부,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대상 주식 가액 기준
- 중심으로 논의
- 의원들 여전히 백지신탁 도입 취지에 대한 인식 미흡 나타냄
-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본질 보다는 기술적 문제 주로 논의

2005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 정부안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판단하고, 정부 제출 법안을‘법안심사소위원회’
로 넘겨 개정안
구체화하기로 결정
- 법안심사소위 2차 회의(2월 22일 1차 소위에선 타법안 논의)
- 수석 전문위원, 그 동안의 핵심 논의사항 정리보고(백지신탁 적용 하한액, 백지신탁 적용대
- 상자, 선출직 적용문제 등)

2005년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행자부 감사관의 정부법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백지신탁제도의‘적용대상’
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음
- 정부안의‘공개 대상자’
를 확대하여,‘금융정책 담당부서 및 관련직원’
까지 적용대상 확대하기
- 로 결정
- 신탁하한액을 당초‘3000만원-1억원’
에서‘1000만원-5000만원’
으로 강화하기로 결정
※ 국민의 시각 인식하여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강화안 여야 합의함
- 수석전문위원의 2차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 정리보고(신탁대상자 범위, 백지신탁 하한액, 백지
- 신탁 대상 주식 범위)

2005년 4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공청회 추가 개최 여부 논란
- 한나라당 의원, 고지거부 관련 추가 법 개정안 제출로 공청회 추가 실시 필요 주장
- 정부 및 민주당, 그 동안 수차례 논의 이유로 부정적 의견 제시
- 추가 공청회는 후에 개최하고, 2차 소위시 기합의된 내용 중심으로 개정안 심의하기로 결정
- 신탁 대상자 및 대상 주식 여전히 논란 심함(일부 의원은 전 주식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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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지배주주 논쟁 심함(특정 기업 소유 의원의 문제)
- 여전히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 미흡 노출

2005년 4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한나라당 의원, 당과의 협의 필요함을 2004년 12월 이후 또 제기
-‘직무관련성’
에 대해서만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나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 백지신탁 대상자 : 공개대상자 및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
- 백지신탁 하한액 :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논란이 심한‘직무관련성 기준’법규정화 이외에 모두 합의
- 4월 19일 미합의된‘직무관련성 기준’명확화 중심으로 논의
- 공직자윤리법에‘직무관련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과, 심사위에 위임하여 결정하
도록 하는 안이 대립, 집중 논의
- 소급 입법의 위헌성 논란 : 일부 의원은 소급입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행자부 및 수석전문위

2005년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원은 소급입법 문제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최종 소급입법의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지음
- 고지거부권 폐지 논란 있었는데, 별건으로 다음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전날(19일) 대부분 논의, 결정된 사안인데, 19일 일찍 이석하였던 유기준의원이 다시 질의하여
반복 논의되었으며, 추가수정 없음
- 19일 합의된 수정안 중심으로 결정하여,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여러 의원들의 질의 있었지만, 지난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실상 정부안 중심으로
법안 심사위 논의 종결
- 그 동안 논의 진행과정 정리한 심사보고서 소개하면서,‘이해충돌 방지제도’
로서‘백지신탁제
도’의 의미 설명
-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활동결과에 대한 심사보고
- 그 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반복 제기됨(행자위 위원 변경과 그 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2005년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 의원들이 참여하였기에)
- 이해관계자 개념, 직무관련자의 확대 적용, 직무관련성의 법률에의 규정, 부동산 포함 여부, 기
- 업소유 의원 적용 배제, 기본권 침해 등
- 법안심사소위 안에‘심사위 위원 임기 2년과 1차연임 규정’
,‘주식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에 포
함’
하는 안 추가하여 의결(이의 없음)
※ 한나라당내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였던 의원은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찬성을,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백지신탁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여전히 달랐음
- 행정자치부장관 법안 취지 등 행자위 수정의결사항 보고
- 의원들, 그 동안 행자위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들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였고, 행자부장관이 이

2005년 4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 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 수용함
- 과잉입법, 위헌 가능성, 고지거부, 신탁후 주식매입 문제 등
- 행자위의 수정안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가결
※ 이미 논의되었던 이슈들이 재론되었으며, 수정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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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행정자치위원장의 보고
- 보고 및 통과된 최종 수정내용(핵심)
- 백지신탁 대상자 : 공개 대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로만 한정하였던 것을‘공개 대상자와 재정
- 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로 수정

2005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

- 백지신탁 하한액 : 3000만 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1000
- 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수정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심사위원 임기를‘공직자윤리법’
에규
- 정하도록 수정
※ 투표 결과 : 재석 208인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부안 수
정안 가결 처리

2005년 5월 3일

정부 이송

2005년 5월 18일

정부 공포

8>과 같다.26)
국회 내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2004년 9월 22일 부
터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동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5년 4월
26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국회에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로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소관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
회의’
의 순서로 동법안의 처리가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논의는 2204년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27) 그
러나 첫 회의는 참석의원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원 스스로도 백지신탁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석전문위원의 정부법안 및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받고 종결되었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미 2000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
고, 2002년에는 당시 대선에 출마하였던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동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 당에서도 동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주장하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관
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인식과 태도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논의는 2004년 12월 2일에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
다.28) 이날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백지신탁 적용대상 범위, 수탁금 기준, 선출직 적용, 기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
사법위원회, 본회의의 회의록을 분석, 정리하였다.
27) 제250회(정기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2호(2004.11. 29).
28) 제250회(정기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3호(2004.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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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의원 적용여부, 사유재산권 침해, 고지거부자 제외, 직무관련성 심사, 심사기구 설치 이슈가 중
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들어서 공청회의
개최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04년 12월 17일 공청회가 개최되었다.29) 공청회에는 정부안을
제출한 행정자치부의 감사관과 민간 전문가 4인(장영수, 윤태범 교수, 장유식 변호사, 하나은행 실무
자)이 참여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백지신탁제도의 적용대상 공무원,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고지거부 폐
지여부,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대상 주식 가액 기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의원들은 여전히 백지신탁 도입 취지에 대한 인식의 미흡을 나타냈다. 또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본질
적인 측면 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3회 및 공청회를 거친 동 법안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행정자
치위원회내에 구성된 소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약 2달에 걸친 3차례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하여 동법안에 대한 구체적 심의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30) 소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심
한 3개의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즉 정부안 중에서,‘공개 대상자’
를 확대하여,‘금융정책 담
당부서 및 관련 직원’
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신탁 하한액을 당초‘3000만원-1억원’
에서‘1000
만원-5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대립되었던‘직무관련성’기준의 구체
화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심사위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논의 초기
에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시
각을 인식하여 백지신탁제도를 정부안보다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정부안은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차례 논의되었
다.31)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주요 쟁점들이 다시 논의되었
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동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반면 소위
원회에 참석하였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논의가 이
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에‘심사위 위원 임기 2년과 1차연임 규정’
,‘주
식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에 포함’
하는 안을 추가하여 수정의결되었다.
그리고 동 법안은‘법제사법위원회’
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그 동안 행정자치위원
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였고, 행자부장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결
국 정부안에 기초한 행자위의 수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날 주로 제시되었던 쟁점들은 과잉입
법, 위헌 가능성, 고지거부, 신탁후 주식매입 문제 등이다.3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9) 제251회(임시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2004.12. 17).
30) 제252회(임시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2005. 2. 23) 및 제253회(임시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2005. 4. 19) 및 제2호(2005. 4. 20)의 내용을 참조함.
31) 제253회(임시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200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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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05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재석 의원 208
인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었다33). 이로서 2001년부터 시민단체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 및 도입이 주장되었던 백지신탁제도가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되었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들의 인식과 준비 부족을 들 수 있다. 첫 상임위원회 회의는 의원들 스스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회의에서도 백지신탁제도나 이해충돌 회피제도에 대한 이
해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잘못된 질의를 하곤 하였다.
둘째,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백지신탁제도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직급, 대상 주식금액 등 기술적인 부분에 지나치
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상대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의 개념, 회
피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셋째, 당별로 통일된 의견을 갖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러 소속의원들이 관련 법
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때까지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당론이 확정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의 진행을 늦추고자 하였다. 특히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간에도 제도 도
입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는 등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했다.
넷째, 회의가 진행되어도 계속 중복된 질의가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 법사
위를 거치면서 이슈가 정리되고, 핵심쟁점 중심으로 논의가 좁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
는 내내 원론적인 논의를 비롯한 유사한 이슈들이 계속 중복 논의되었다. 물론 각 회의에 참여한 의원
들이 상이함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준비 부족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다섯째, 행자위와 법사위간의 논의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를 거치면서 법률적인 쟁점을 점검하게 되는데, 법률적이 쟁점도 일부 다루었지만, 행정자치위에서 논
의되었던 법률 외적 이슈들이 또 다시 논의되었다. 중복적 논의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상 법사위
를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처럼 이용되었을 뿐이다.
여섯째, 여야간 합의 처리됨에 따라서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의 논의과
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되기 수년전부터 이슈화되었고, 또
각 당에서는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여, 여야간에 합의 통
과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제253회(임시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5호(2005. 4. 25).
33) 제253회(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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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백지신탁제도 도입과정상의 주요 주체별 활동 특징 분석

백지신탁제도는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관심과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주요 주체들은
시민단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정부(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이다.
이들 주체들의 역할은 처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된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9> 참여주체별 주요 활동과 특징
단계

주요 주체

주요 활동
이해충돌문제 제기
관련법 개정안 청원

문제 제기 단계

참여연대

세미나 개최
의견서 제출
의원대상 로비 등
법안 지속 제출

공중 의제
형성 단계

참여연대, 국회

정당의지지, 수용
대선 후보자의 선언
의원의 주식매각 등
법안 제출

정책 아젠다
형성 단계

대통령의 도입 선언
참여연대, 정부

정부혁신위 안 마련
행자부 정부안 준비
공청회 개최 등

정책화(입법화) 단계

정부, 국회

특징
문제의 본격 제기
법안 청원 등 대안제시 활동
문제 제기단계에서 입법화
단계까지 지속적 활동

대통령선거 계기로 분위기형성
구체적 대안 없는 가운데지지
일부 국회의원의 자발적 주식 매각 등 호응

참여연대 법안 기준으로 활용
대통령의 지지, 선언 긍정효과
정부혁신위원회의 과제 설정
행정자치부의 정부안 준비

행정자치위 논의

제도의 근본적 의미 논의

공청회 개최

공청회 등 통해 의견 수렴

입법화 등

여야 합의 통한 입법화

1.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대안제시
시민단체 주도의 지속적 문제 제기 활동을 통하여 를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로
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촉발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도입에 대한 여론
이 형성되고 이를 정치권이 수동적이지만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최초의 문제 제기는 199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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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이해충돌방지 및 이것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백지신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하여 이를 수용하면서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
었다. 당시 참여연대는 1998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상임위 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함으로서 처음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백지신탁제도 도입방안을 토론회,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하여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리고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장관들을 대상으로 주식매각 촉구 시위 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음 청원한 것은 2003년 6월 25일
이며, 이후 2004년 9월 20일, 11월 9일 각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활
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갖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관련하여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입법안까지 마련하여 청원하였다. 이후 정부에서의 정부안 준비과정,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각종 의견서를제출하는 등 최종 법안 통과시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둘째, 참여연대는 정부 공직자 및 국회의원들과 관련한 이해충돌 관련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백지신탁제도를 제시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안의 제시라는 합리적 방안을 활용하였다.
셋째, 시민단체에 의한 문제 제기는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발표, 의견서 제출, 시위 등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들을 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넷째,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입법화 논의는 정부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지만, 정부안을 비롯한 의원
들의 입법안도 대부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안 내용에 기초하여 변형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의 안은 국회에서의 공식적 입법화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었다.

2. 정당의 수용과 국회에서의 입법화
이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치권에 의해서도 수용되었다.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각 정당 대통
령 후보자들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모두 선언하는 등 정치적 호응이 이
어졌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시민단체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매각 요구를 수용하여 아직 법률 제정전
이지만,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도 하였다. 즉 2003년 6월 당시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은 보유하고 있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화과정에 대한 연구 | 141

던 주식을 자진하여 매각하였다. 그리고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각 정당들은 또 다시 백지신탁 도입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동제도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백지신탁제도라는 동일한 이슈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는 정부
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국회에서의 첫 논의는 2004년 11월 29일이다. 이 때부터 국회 행정자치위
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논의의 구체화를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최종안은 2005년 4
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약 8개월정도에 불과하였지만, 이를 통하
여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과정에서 이 제도를 잘
못 이해한 의원들도 다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이미 여야당 모두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까지 하
는 등 제도 도입의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어, 큰 무리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정치권,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활동을 적극적
으로 하던 시기였다. 즉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 시민
사회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는데, 백지신탁제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개
방적 논의구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참여연대의 수년동안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공론화 과정으
로 인하여 정부와 정치권은 이해충돌 문제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백지신탁 제도의 도
입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권의 공약으로 공식화될 수 있었다. 백시신탁제도의 도입은 비록 입법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긍정적 입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대통령 등 행정부의 수용 및 구체적 법안화
백지신탁제도 도입이 당시 참여정부에 의하여 처음 정책의제화된 것은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
치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의‘행정개혁전문위원회’
가 작성한 행정개혁 로드맵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로서‘백지신탁제도’
도입이 아젠다로 포함되면서 부터이다. 즉 2003년 7월 22일
행정개혁 로드맵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로드맵에 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
아젠다는 같은 해 약 4월경부터 정부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준비하면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서 초기
정부에서의 논의는 행정개혁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행정개혁전문위원회가 백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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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내부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논의 초기 행정자치부는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동제도가 당시로는 생소하였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직자를 규제하는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초기에는 잘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대
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입법화 지시 등으로 행정자치부도 뒤늦게 법안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즉
2005년 3월 9일 당시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권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출범된 투명사회 협약 선포식에
서 대통령은 투명사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
부내의 입법화 준비에서, 당시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 백지신탁 도입과정에서 각 참여주체들간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대안이 마련되었으며, 이것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는 가운데 정책화(입법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논의과정에서 주요 참여주체별 상호작용
입법안 청원,
로비 등

선거 공약화,
정책화 요구

시민단체
제도화 요구
의견 제시
시위 등

국회,
정치권

입법화 요청

정부 입법안
제출

정부

대통령

제도 도입 지지
입법화 지시

Ⅵ. 결 론

백지신탁제도는 기존의 미약한 공직윤리 시스템을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재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국에 비하여 도입이 늦었지만, 매우 의미있는 제도의 도입
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이해충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의 확산 및 공직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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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와 정부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방지와 윤리제고를 위한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이와
같은 정책들이 기존의 제도와 실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 우호적인 구
조하에서는 문제 인식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제도의 경우도 문제 제기에서부터 결
국 입법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어려운 가운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가능하
게 한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이슈화 노력을 들 수 있다. 어느 개혁이든 단기간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이슈화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
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실태분석 자료와 사례조사 등에 기초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치권이 관련 제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정부도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둘째, 대안을 포함한 문제 제기를 들 수 있다. 당초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이슈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사회 주도적인 문제의 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 논의의 흐름을 이끌었던 것은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참여연
대는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규범적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제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당위성만을 주장하였
다면 실효성이 결여된 제도로서 도입되었을 수도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주요한 개혁과제로 설정
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부혁신 로드맵에 주요 개혁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이것은 곧 참여정부와 국민과
의 약속을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것 다도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인식이다. 동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각 주체들은 이해충돌의 회피 및 이것의 수단으로서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과
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주체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강조되었으나, 이영순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은 백지
신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도 이해충돌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제시한 상태에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에서의 개정안의
마련과 국회에서의 논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쟁점이“백지신탁제도”
의 도입 여부로 좁혀지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백지신탁제도”
의 도입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부분적인 제도라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포괄적인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제
기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안이나 여러 국회의원들의 발의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지신탁제도 자체
가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는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초의 논의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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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축소된 안들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해충돌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이를 담은 내용
들은 거의 대부분 배제되고, 백지신탁제도만을 대상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당초부터 다
양한 이해관계자속에서 논의되었음을 감안하며, 이와 같은 변화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넷째,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의 논의의 진행이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논의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시
스템 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며, 오랜 기간 안 다양한 체계 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즉 다양한 주체
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단순하게 논의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개혁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적 접근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백지신
탁 제도의 도입도 이와 같은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이 과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제가 형성되고, 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지향적인
과제의 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백지신탁제도는 시민사회 주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국회에서의 입법화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
히 거버넌스 지향적인 논의의 구조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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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우리나라의 백지신탁제도 도입 관련 각 주체의 활동 연혁
연도

시민단체(참여연대)

1998

12.16: 국회의원 이해충돌 상임위 배

국회

정부

정 취소 헌법소원 제기
11.19: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이해충
2001

돌회피제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안 입법청원
1.24:참여연대, 백지신탁제 도입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토론회
3.26:민주당 대통령후보공약분석(모

3.26:민주당 대통령후보공약분석(모

두 백지신탁도입 찬성)

두 백지신탁도입 찬성)

7.9:참여연대 보도자료:공직자 주식
2002

거래내역 실태 보고
11.15: 유권자연대-100대 개혁과제발
표(백지신탁제도미포함)
12.8:이회창 후보기자회견(백지신탁
도입)
12.11:노무현후보기자회견(부패방지강
조)
1.27:참여연대 노무현 새정부 개혁과
제 토론회(백지신탁제도 도입안)
4.28:참여연대 보도자료:금감위원장,
최○○ 장관 보유주식 매각 요청
4.29:정통부 장관 보유주식, 스톡옵
션 매각주장 1인 시위시작
5.7:참여연대 이해충돌회피 제도화

5.12:정통부장관 주식매각 거부 기자

촉구 서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

브리핑

서한
2003

5.14:참여연대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투자 실태 보고서 발간
5.27:참연 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
방지 토론회(부방위공동)
6.25: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6.29:김효석 의원 보유주식 자발적

국회 청원(백지신탁제도 도입 골자)

매각

7.9: 참연 이해충돌 우려있는 주식

7.22:정부혁신위원회 행정개혁 로드

보유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에게 서

맵에 이해충돌방지제도로서 백지신

한 발송

탁 도입안 포함
7.16:금융감독 위원장 보유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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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참여연대)

국회

정부

12.10:참연 이해충돌 여지있는 교체
대상 각료 발표
1.29:정부혁신위 이해충돌회피제도
(백지신탁도입안) 공식논의
4.20:한나라당 당선자대회에서 17대

4.9:정부혁신위원회-행자부 백지신

의원 당선자 금융자산, 부동산신탁

탁제도 도입관련 공동회의

추진 논의

5.16-27: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5.27:행자부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청
회

6.3: 참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련

6.8:한나라당 권영세의원 공자법 개

의견서 제출

정안 발의

6.10: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개

6.18:행정자치위 백지신탁제도 도입

정안중 백지위임신탁제도 관련 대상

관련 공청회

자 1급 이상으로, 신탁하한금액을

7.7: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 관

2000~5000만원으로 인하

련 토론회
8.6:한나라 박재완 의원 공자법 개정
2004

안 발의
9.20:참여연대 공자법 개정안 국회

9.14:정부 국무회의에서 ‘주식
`
백지

청원

신탁제도’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
정안 심의,의결
9.22:정부 백지신탁제 도입 골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11.9: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11.10:민노당 이영순의원 공자법 개

관한 청원

정안 발의

11.30:<참연 성명> 공직자윤리법 개

11.29:행정자치위 공자법 회의-12월

정 촉구

대체토론으로 넘김

12.17:참여연대 공자법 개정안 의견

12.17:행자위 공자법 공청회

11.15: 정부혁신위 백지신탁 논의

발표
3.15:참연 행정부 고위공직자 주식거

3.9:노대통령 투명사회협약 출범식에

래 내역 모니터 보고서 발표
2005

서 백지신탁제도 도입 강조

4.19:경실련 공자법 개정안 국회 청

4.19: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원서 제출

백지신탁제도 도입안 잠정 합의
4.21:개정안 행자위 통과
4.26: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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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민단체(참여연대)

국회

정부

5.2:행정자치위 공자법 개정안 공청
회(부동산 신탁등)
5.18:백지신탁제도 포함한 공자법 개
정

7.29:행자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
정안 입법예고

2005

10.5:정부 공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10.25:참연 정부 공자법 개정안에 대
한 의견서 제출(스톡옵션 등)

11.18:참연 시행될 백지신탁제도 문제

11.1:우리당 김한길 의원 고위 공직자

점 제시 의견서 발표

재산형성과정 소명 관련 공자법 개정

11.29:공자법 백지신탁제도 시행

안 국회 제출
12.1:참연 행정부 공직자 주식보유내

12:정부 공자법 개정안 국회 제출(스

역 모니터 보고서

톡옵션 관련)

12.27:참연 논평(백지신탁심사위 운
영 관련)
1.11:행자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명
단 발표
2006

2.15: 참연, 국회 행자위와 행자부에
공자법 개정안중 스톡옵션에 대한 의
견서 제출
4.26:공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ISSN 2005-8349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희 겸** / 신 민 철***

본 연구는 평가를 통해 측정된 실체적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식적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성과 개념들간의 연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 BSC 제도를 대상으로 부서별 내부
평가결과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서별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식적으로 평가된 성과와 부
서별 실적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식적 성과 간에는 높은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부서가 수행
하는 업무나 특성에 따라 공무원들과 시민들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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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evaluated substantive performance and
citizens cognitive performance and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erformance concepts. This
study utilized the BSC system of Bucheon to compare differences in the internal appraisal results and
citizens appraisal results by divisions. The study analysis showed that it was difficult to find a high
level of relation between officially evaluated performance and citizens cognitive perform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verified a different level gap existing in the minds of public servants and citizens
by the tasks and characteristics of a division. Also, the fact that there was less difference in deviation in
internal evaluation of divisions compared to deviation of the citizens evaluation of divisions showed
that BSC evaluation was considerably more affected by the cognitive performance appraised by
citizens. The finding shows that in the long term, performance should be separated to accountability to
citizens and managerial efficiency to establish a strategically designe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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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국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보다 적
은 재원을 투입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관리의 도입이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의 유행에 따라 투입과 전환 대신 결과 중심의 행정으로 조직
관리 운영의 초점이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부처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성과관리 제
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표의 설정과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공부문의 경우에 있어 성과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목표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이나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업무개선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Johnsen, 2005; Poister, 2003: 4), 조직내부 및 외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매력적인 조직
관리수단으로서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관리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명확히 정
의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들은 과연 조직이 실제 달
성한 성과를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측정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질문에 확신을 갖고 답하기
는 쉽지 않다고 하겠다. 성과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도입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개념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규정하는 개념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은 성과관리가 지
닌 대표적 한계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Ridgway, 1956). 경영적 측면에서 조직이 수행한 재무적이
고 측정가능한 수익성이나 효율성 등의 객관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조직의 경
우에는 상호 배치되는 가치들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다차원적인 공공부문 성과의 개념을 유일론적(unitarian) 차원에서 단순히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측
정 및 결과의 해석과 판단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Winstanley and Smith, 1996). 성
과를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개념의 명확성이나 측정의 용이성 문제뿐만 아니라 성과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혹은 측정이 되는 시점이나 우
선순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동성·윤기웅,
2007: 63; Stewart and Walsh, 1994: 45). 따라서 공공부문이 성과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
고자 하는 가치는 조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확보를 통해 획득하는 계량적이고 실체적인 성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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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함께 행정의 고객이자 주체인 국민에 대한 책무성 확보 등 보다 포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부문 성과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과관리의 성공 요인 분석, 지표 및
평가 모형의 개발,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분석 등 주로 조직 관리 측면에서 진행되어 조직성과의 개념
을 효율성 중심의 가치로 정의하거나 혹은 연구자 임의대로 설정한 고유의 개념들로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지닌 문제점들을 성과 개념에 대한 논의로부터 찾아내어
조직내부의 효율성 위주의 평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 주장이나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대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민에 대
한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 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의 경우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 대한 책무성 확보에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성과관리를 통해 측정된 성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현재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제시된 성과들
이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국민책무성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
하려는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BSC 제도를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의 성과관리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측정된 성과 개념들 간의 차이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주민들과의
소통 및 책무성을 최종적 성과 및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조직 업무수행을 통해
도출된 실체적 성과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식적 성과간의 연계성 및 차이점을 살펴봄으로
써 공공부문에서의 바람직한 성과관리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실체적 성과 및 인식적 성과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성과 개념의 다의성
일반적으로 성과는“바람직한 결과(desired result)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조직의 활동
1)
이나“정확성(accuracy), 완전성(completeness), 비용(cost), 속도(speed) 등 미리 정해
(activity)”

진 기준(standard)에 비추어 측정한 주어진 업무의 달성도”등으로 정의된다.2)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en.wikipedia.org
2) businessdiction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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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과를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할 경우, 명확성, 측정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측정시점이나 우선순위 혹은 측정대상 집단의 이
해관계에 따라 성과의 개념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Stewart & Walsh,
1994: 45). 특히, 공공부문의 조직성과는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조직성과의 어떤
차원(dimension)에서 성과를 이해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Anspach, 1991; Brewer & Selden, 2000).
이에 따라 성과의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효과성이나 생산성 등 여타 개념과 동일한 차원의 개념으
로 인식되기도 하며, 효과성, 능률성, 생산성, 효율성, 공공성, 대응성 등의 여타 개념을 포함하는 상
위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또한 단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구성요소나 측정변수 또는 유사 개념과
의 관계를 통해 설명되어지기도 한다(김태룡·안희정, 2007; 권경득·임정빈, 2003). 예를 들어 성과
(performance)가 높은 조직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보다 효과적
(effective), 효율적(efficient)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생산성(productive)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때로는 경제성, 서비스 품질, 서비스 형평성, 정부재정의 안정성 등의 의미를 포함
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이윤식, 2007). 이러한 점에서 공공부문 성과관
리의 목적은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인 능률성, 목표의 달성도와 서비스의 질을 포함하는 효과성, 그리
고 형평성, 대응성 및 주민만족도를 포함하는 공정성 등을 종합한 다차원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과를 효과성 개념이나 능률성 개념 등 어느 하나의 단일차원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측정의 용
이성은 제고될 수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조직에서는 성과를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권경득·임정빈,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성과의 개념을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등과 관련된 실체적 성과와 외부 고객들의 체감 수준
과 관련된 인식적 성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즉, 조직이 수행하는 성과는 조직의 비용효과성
과 같은 경제적 관점이나 조직의 목적 수행과 관련된 평가결과로서의 단기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실체
적 성과(authentic performance)와 조직의 운영과정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장기적이고 최종적인 효
율성으로서 내·외적 가치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적인 평가, 즉 인식적 성과(cognitive performance)
로 크게 구분하였다.

2. 실체적 성과
실체적 성과는 성과와 관련된 가장 일반화된 개념으로 주어진 계획 및 목표에 따라 수행된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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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확한 활동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 설정한 업무 등의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 혹
은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된 평가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성과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업무 추진과정에서 기관의 임무,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
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기관의 실체적 성과
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성과는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조직 업무 수행 활
동을 통해 달성한‘설정된 목표 대비 부가가치의 결과(value-added results or achievements
toward its goal)’
(이윤식, 2007: 4)로 개념화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체적 성과는 단순히 업무를 통해 달성한 산출이나 결과 차원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과요인을 규명하고 환류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Newcomer, 2001; 이윤식, 2007). 예를 들어 성과를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파악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성 (cost-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비경제적 측면을 강조
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operating efficiency), 서비스의 질(service quality) 등으로 조직이 수행하
는 사업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실체적 성과는 조
직 및 구성원들이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을 위해 수행한 업무,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측정결과로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관리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인식적 성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과의 개념은 실제 조직의 업무를 통해 달성한 산출이나 결과를 통한 실체
적 성과만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으며 최종적 수혜자인 고객들이 체감하는 인식적 성과3)가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성과의 개념을 성과측정을 통한 목표 대비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혹은 재무적이고 수치적
인 효율성으로 단순화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직이 목표로 삼고 있는 원래의 의도를 훼손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Kaplan & Norton, 1992; Judge, 1994), 성과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불
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업무수행을 통해 나타난 최종적 결과인
성과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직의 업무시
스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조직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내부주도형으로만 운영되어서는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본 논문에서는‘인지’
는 유기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the process of information) 자체를 중시하여 자연적(natural), 무의식적
(unconscious)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인식’
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 데 반하여,‘인식’
은 주어진 현상이나 영
향에 대한 보다‘의식적(conscious)’
이고‘지적(intelligent)’
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하고,‘인지적’
이라는 용어 대신에‘인식
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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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힘들며, 최종성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최종수혜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반영
될 필요가 있다.
공동성 외(2009: 9-12)는 정부 부문 성과관리의 목적으로 국민 책무성(accountability to citizens)
의 강화, 미래지향적 관리, 체계적 업무개선,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형성을
들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꼽고 있다. 이러한 책무성과 관련하
여 이석환(2008: 202)은 성과를“조직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최종수혜자인 시민(고객)들이 느끼는 체감
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시민 또는 고객들이 없는 성과는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성과의 개념 역시
조직내부 구성원의 입장보다는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식적 성과는 조직 중심적 성과관리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파악한 성과로서 고
객들이 서비스 수행과 관련해서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기도 한다.4) 또한 인식적 성과는 단순히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고서도 서비스
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영역 내에 함께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감정으로서의 체감
도를 의미한다(이석환, 2008: 143). 아울러 이러한 인식적 성과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및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달성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인식하는 최종적 평가이자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분석의 틀: 부천시 BSC제도
1. 부천시 BSC제도의 개요
부천시의 성과관리 제도는 2004년 BSC(Balanced Score Card) 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05년 11개 부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부천시 본청과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시
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러한 BSC제도는 조
직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과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 지향적 조
직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부서별 성과관리 추진실태 및 지표별 달성도를 공시하여 행정의 책무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부천시, 2009a). 현재 부천시 성과관리 모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고객 차원에서 성과를 판단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판단기준이 작용한다. 하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느냐의 여부(내
용·결과)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자신이 참여하였느냐의 여부(절차·과정)이다. 즉, 시민은 행정이 만들어 낸 성
과의 내용과 그것을 제공받는 절차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개인적 체감도를 통하여 행정의 실체적 성과를 인식하고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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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과 Norton이 제시한 BSC제도를 기본으로 미국 Rutgers 대학교 국가공공성과 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Public Performance)의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Citizen-Driven
Government Performance) 모델에 기초한 종합핵심성과지수(CKPI)에 따른 평가방식5)을 수행하고
있다.
Kaplan과 Norton의 4대 관점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부천시 BSC모델은 민간부문과 달리 고객 관
점을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평가하는 등 조직 특성에 따른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2010년 현재 부천시
는‘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도시’
를 비전으로 삼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
(Focus Area, 전략목표)으로‘세계지향의 문화도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이 편리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경쟁력 있는 자
치경영도시’
라는 6개의 핵심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23개의 핵심성공요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천시, 2010a), 연도별로 부서별 성과지표와 세부추진과제를 개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연도별 성과지표/세부추진과제 현황
구분

성과지표 (KPI)

세부추진과제

2006

2007

2008

2009

206

2007

2008

2009

합계

390

521

371

375

538

1,073

966

1,001

본청

240

174

175

207

340

401

400

495

구청

150

125

122

94

198

303

270

210

222

74

74

369

296

296

주민센터
자료 : 부천시(2009b)

2. 부천시의 BSC 성과평가 체계
부천시의 BSC 성과평가는 크게 내부평가 및 고객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내부평가의 경우 BSC 관
점별로 각 부서들에 제시된 성과지표 달성도(정량평가)와 내부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전체 평가점수의 70~8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고객평가는 개별 부서별로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
6)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서별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전체 평가 점수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종합핵심성과지수(CKPI)는 ① 결과지표의 달성도, ② 과제의 달성도, ③ 시민고객들이 평가하는 결과지표에 대한 중요도(지표 기여도),
④ 시민고객들이 평가하는 결과지표에 대한 충족도(과제 적절성)로 이루어진다.
6) 성과관리팀에서 개별부서별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 고객 200명의 명단을 추천받아, 그중 부서별 50명을 선정하여 BSC 고객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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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들은 <표 3-2>에서 보듯이 크게 고유지표평가, 고객평가, 공통지표 평가, 업무환경 및 성
과기여도, 가산점 등으로 구성된다. 고유지표에 따른 성과실적(성과지표, 추진과제) 평가는 상·하반
기로 나누어 성과관리시스템 및 평가 실무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고객평가(정책·행정서비스)는 외
부 전문 업체의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다. 그리고 업무환경평가는 부서내 업무 추진을 위한
제약요인 및 업무의 난이도,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부서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해 실시되며, 성과기여도는 시정에 대한 조직성과의 질적 기여도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창의적 노력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수행의 노력 등에 대한 기관장 가산점 및 자원봉사나
예산조기집행 등에 대한 가점부여 등이 있다.
<표 3-2> BSC제도 평가체계 (2009년)
고유지표평가
(65%)
상반기

하반기

(30%)

(35%)

성과지표
(60%)
추진과제
(40%)

고객평가
(25%)

업무환경 및
성과기여도 (5%)

<시·구>

<시·구>

시민정책(15%)

업무환경(3%)

행정서비스(10%)

성과기여도(2%)

<동주민센터>
시민만족도(30%)

공통지표평가
(5%)

가산점
기관장

실적가점

<시·구>
상시학습(2%)
제안제도(2%)
창의행정(1%)
<동주민센터>
상시학습(2%)

자원봉사
시장·구청장
(1점이내)

(1점이내)
예산조기집행
(1점이내)

제안제도(3%)

자료 : 부천시(2009b)

3. 분석 모형
현재의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실시된 평가결과가 개별 부서들이 수행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
다면, 개별 부서의 업무 및 사업을 통한 목표 성과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는 실제 고객들이 그 부서
의 성과에 대해 체감하는 인식적 평가결과와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
렇다면 과연 부천시의 BSC 제도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부천시가 부서별로 평가한 실체적 성과와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인식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성과 간 연계성 및 차별성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
하여 먼저 BSC 제도를 통해 측정된 부서별 내부평가결과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서별 평가결과
를 확인함으로써 부서별 특성에 따라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 간에 어떠한 차별적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성과들의 평균값 및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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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실체적 성과

부서내부평가

BSC 제도

인식적 성과

시민고객평가

IV. 분석결과
1. 조직의 실체적 성과 분석
먼저 부천시 내부 조직부서들이 달성한 실체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들을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각 부서들이 수행한 실체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조직의 실체적 성과를 각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설정한 핵심지표의 달성도를 측정한 내부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1) 부서별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먼저 BSC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부천시 부서별 BSC 성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된 점수7)결과는 <표 4-1>와 같다.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의 부서별
BSC 성과에 대한 조직의 내부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평가대상 전체부서의 평균점수가 2006년 90.66
점에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부서와 최저점
수를 받은 부서간의 점수 차이는 2006년 17.50점에서 2009년 5.53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
서들의 평균 점수 간 표준편차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부서간의 점수 격차가 해가 갈수
록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평가점수는 부서별 지표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SC 성과 평가 결과를 기초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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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부서별 성과에 대한 조직 내부평가 결과
연도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2006

90.66

97.30

79.80

2007

93.10

98.52

85.98

최고-최저

표준편차

부서 수

17.50

3.53

46

12.54

2.84

67

2008

94.13

97.67

86.33

11.34

1.90

69

2009

94.28

96.28

90.75

5.53

1.47

67

평균

92.47

97.21

82.13

15.08

3.61

62.3

자료 : 부천시(2009b) 내용을 재구성함

한편 이러한 부서별 평가결과를 부천시 BSC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의 핵심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2>에서 보듯이 매년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주로 환경이나 복지, 그리고 지역개발 관
련 분야 부서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화나 경제, 자치경영 부문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부천시의 비전이‘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도시’
임에도 평가 초
기에는 문화 및 경제 관련 부서들의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점차 이들 평가부문에 대한 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함으로써 조직차원에서 BSC 평가체계 수립이후 기관의 비전 및 중점추진 목
표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핵심영역별 조직 내부평가 점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문화

88.38

91.16

93.75

94.03

92.24

경제

87.33

92.90

93.21

94.63

90.09

지역개발

90.85

91.82

92.75

92.80

92.86

환경

92.05

91.71

94.24

94.73

93.36

복지

91.75

92.74

93.72

94.43

93.23

자치경영

90.83

94.40

93.72

94.21

90.94

자료 : 부천시(2009b) 내용을 재구성

2) 개별부서별 내부평가 결과
다음은 BSC 구축에 따라 각 개별 부서별로 측정된 세부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내부평
가 상위 부서를 살펴보면, <표 4-3>에서 보듯 소사구, 원미구, 그리고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구의 주민생활지원과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함께 예산법무과, 정책기획과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핵심 영역별 평균점수는‘세계지향의 문화도시’
(문화),‘지식기반 중심의 경제도시’
(경제),‘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이 편리한 도시’
(지
역개발),‘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환경),‘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복지),‘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
(자치경영) 영역과 관련한 시 본
청의 개별 부서들이 받은 점수의 총합을 평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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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원부서들이 상위권에 포함된 반면, 교통, 복지, 안전관리 등 고객들과의 접점이 강하게 형성되
어 있는 부서들의 하위권 분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부서가 상위평가 부서에 포함된 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총무과 등이 평소 바쁜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부서관리
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평가 하위부서들의 경우
에 있어서도 해가 갈수록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
의 경우에는 67개 부서중 최하위 부서의 점수도 90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도별 조직 내부평가 상위 및 하위부서
순위
1

2
상위
부서

3

4

5

1

2
하위
부서

3

4

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설공사과

소사구 주민생활 지원과

소사구 주민생활 지원과

소사구 주민생활 지원과

(97.3)*

(98.52)

(97.67)

(96.28)

소사구 주민생활 지원과

예산법무과

원미구 주민생활 지원과

청소과

(97.1)

(98.25)

(97.27)

(96.26)

정수과

정책기획과

녹지공원과

원미구 총무과

(96.5)

(97.92)

(96.93)

(96.09)

사회복지과

원미구 주민생활 지원과

오정구 주민생활 지원과

소사구 총무과

(95.8)

(97.43)

(96.83)

(96.08)

원미구 총무과

시설공사과

원미구 세무2과

원미구 환경 녹지과

(95.1)

(97.27)

(96.77)

(96.03)

총무과

문화산업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79.8)

(85.98)

(86.33)

(90.75)

소사구 건설과

오정구 세무과

교통정보센터

뉴타운개발과

(81.9)

(86.43)

(89.82)

(91.03)

소사구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농산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82.8)

(88.15)

(90.25)

(91.06)

농산지원과

도시철도과

가정복지과

교통정보센터

(84.1)

(88.32)

(91.28)

(91.25)

오정구 경제 교통과

도로과

예산법무과

도시균형개발과

(84.3)

(88.52)

(91.32)

(92.34)

자료 : 부천시 (2009b) 내용을 재구성
* ( )는 해당 부서의 BSC 평가 점수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업무처리시스템을 수요자인 고객의 관점에서 전
면적으로 재설계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006년 시군구에 신설되어진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
었고, 이로 인해 신설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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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들의 인식적 성과 분석
부천시는 매년 비전 및 핵심 영역별 BSC 부문에 대해 서비스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로 표본대상 등에 대한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사 방법이나 내용상의 본질
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연도별 자료의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의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BSC 고객평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민의 인식적 성과를
살펴보았다.11)

1) 부서별 성과에 대한 시민평가 결과12)
먼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의 부서별 성과에 대한 시민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한 전체 평가점수는 2006년 전면적인 제도 시행 이후 다
소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의 부서 업
무에 대한 체감도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부서와 최저점수를 받은 부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6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2009년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 부서들 간의 표준편차 역시 유사한 추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시민평가
에 있어서는 조직 내부의 지표 평가 결과와는 달리 부서간의 점수 차이가 연도별로 커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13)
<표 4-4> 부서별 성과에 대한 시민평가 결과
연도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최고-최저

표준편차

부서 수

2006

68.35

75.90

61.00

14.90

3.02

46

2007

67.34

80.73

52.00

28.73

5.57

67

2008

72.08

85.80

56.40

29.40

7.74

69

2009

79.35

89.80

68.00

21.80

4.53

67

평균

71.10

81.66

60.04

21.62

4.96

62.3

자료 : 부천시(2009b) 및 국민대학교(2007, 2008, 2009, 2010) 내용 재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2006년도 BSC 시민평가는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실시하였고, 2007년도 이후에는 같은 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실시하였
으며, 조사 방법 등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12)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부서의 업무범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체 부서의 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 결과 부서별 점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연도별 평가결과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분석 결과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
였다.
13) 부서별 BSC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시민평가 점수의 비중은 25%~30%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분석을 위해 개별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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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부서별 시민평가 결과
다음으로 시민들이 개별 부서의 업무결과에 대해서 체감하는 인식적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표
4-5> 참조).
순위
1

2
상위
부서

3

4

5

1

2
하위
부서

3

4

5

<표 4-5> 연도별 시민평가 상위 및 하위 부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오정구 환경 위생과

소사구총무과

원미구 주민생활 지원과

하수과

(80.1)

(80.73)

(85.80)

(89.8)

소사구 환경 위생과

차량관리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78.8)

(78.93)

(85.80)

(88.2)

원미구 도시 정비과

회계과

원미구 경제 교통과

정수과

(78.1)

(78.20)

(85.40)

(87.2)

원미구 환경 위생과

수도시설과

원미구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

(77.1)

(76.53)

(85.0)

(86.6)

교통시설과

감사실

도시철도과

소사구 주민생활 지원과

(75.9)

(75.20)

(85.0)

(84.6)

원미구 건설과

원미구 경제 교통과

세정과

총무과

(60.1)

(52.0)

(56.4)

(68.0)

오정구 건설과

오정구 세무과

오정구 건축과

기획예산과

(60.8)

(57.53)

(58.0)

(71.2)

소사구 건설과

오정구 경제 교통과

오정구 경제 교통과

도로과

(60.9)

(58.93)

(58.6)

(72.0)

농산지원과

오정구 건설과

교통행정과

뉴타운개발과

(61.0)

(59.33)

(59.2)

(72.0)

시설공사과

원미구 건설과

소사구 보건소

공영개발과

(62.1)

(60.0)

(60.0)

(72.0)

자료 : 부천시(2009b) 및 국민대학교(2007, 2008, 2009, 2010) 내용 재구성
* ( )는 해당 부서의 시민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시민평가 결과 상위 부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도시설과, 환경위생과 등 주민의 복지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정책부서나 지원부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부
서들의 평가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천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수준
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민 평가결과에 있어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는 부서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건설과, 건축과, 뉴타운개발과 등 건축 관련 부서들이 상대적으로 시
민들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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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부천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건축·재개발 및 뉴타운 개발 정책 등과 관련하
여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는 시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에 총무과,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등 지원부서들의 경우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부서는 시민평가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업
무의 성격이 시민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간의 관계
1) 부서별 조직평가와 시민평가 간 평균차이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 각 부서별 BSC 성과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점수, 즉 조직의 실체
적 성과와 시민이 체감하는 평가점수, 즉 조직의 인식적 성과를 비교해 보면 <표 4-6>과 같다.14) 먼저,
2006년~2009년간의 부천시 성과관리부서의 내부평가 점수의 평균과 시민평가의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92.47점과 71.10점으로 내부평가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서별 최고치와 최저치간
의 차이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더라도, BSC 성과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식적 평가가 시민들이 부서별
업무에 대해 체감하는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관대하며, 부서간의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9년의 내부평가의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받은 부서(96.28점)와 최저 점수를 받은
부서(90.75점)간의 차이가 5.52점에 불과하고, 부서평균 점수도 94.28점임을 감안할 때, BSC 평가부
문에서 부서별 성과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점수로만 본다면 거의 모든 부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직의 실체적 성
과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가 갈수록 조직평가와
시민평가 모두 평가점수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BSC 평가에 대한
공무원이나 시민의 수용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도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부서별 구성원의 만족도는 실제 자기 부서의 성과에 대해 구성원 개개인이 평가한 점수가 아니라, BSC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조직의 공식적인 평가나 시민평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연도별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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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조직의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간 평균값의 차이분석
연도

평균점수

표준편차

최고-최저

조직평가

시민평가

조직평가

시민평가

조직평가

시민평가

2006

90.66

68.35

3.53

3.02

17.50

14.90

2007

93.10

67.34

2.84

5.57

12.54

28.73

2008

94.13

72.08

1.90

7.74

11.34

29.40

2009

94.28

79.35

1.47

4.53

5.53

21.80

평균

92.47

71.10

3.61

4.96

15.08

21.62

한편 시민들이 평가한 점수와 조직이 공식적으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대응표본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15) 분석 결과, 평가연도
모두에서 조직평가와 시민평가 간에 평가 대상간 평균값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평가연도별로 부서별 BSC 성과에 대한 조직평가 점수와 시민평가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직
평가에 의한 부서별 평균점수가 시민평가 점수에 비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직접적인 평균에 대한 비교로서의 통계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서가 달성한 성과에 대한
가치부여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평가의 경우 최고 점수를
받은 부서와 최저 점수를 받은 부서간의 차이가 4년간 평균 15.08점으로, 동일 평가연도에서의 시민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인 21.62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편차의 평균 역시 3.61점으로
시민평가의 4.96점보다 낮아 부서별 내부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조직평가와 시민평가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조직평가 점수와 시민평가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6년, 2007년, 2008년의 경우 모두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05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조직평가와 시민평가 점수간에 서로 연관성이 없었다. 다만, 2009
년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조직평가와 시민평가간의 상관계수
가 0.303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상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물론 조직평가 점수와 시민평가 점수가 지니고 있는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차이를 통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평가 모두 조직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목표 대비 결과를 측정한다
는 측면에서 수행된 결과에 대한 두 성과측정 방식이 가지는 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16)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행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값이 0.3이상이면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훈영, 200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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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부서별 성과에 대한 조직평가와 시민평가 간 상관분석 결과
연도

상관계수

유의수준(p)

N

2006

.031

.840

46

2007

.082

.509

67

2008

.135

.269

69

2009

.303*

.013

67

*p<.05, **p<.01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조직이 BSC 성과에 대해 부서별로 공식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부서별 성과
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하는 평가 간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조직평가와 시민평가 간에 상관성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 부서가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는 업
무와 관련된 내부평가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평가와 관련
해서는 저조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내부적 성과가 높은 것이 반드시 시민체감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업무수행의 목표 및 가치기준인 성과를 판단할 때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들
에 대한 만족도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부천시 BSC 성과평가에 있어서 각 부서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는 부서의 고유지표에 의
한 조직 내부평가와 시민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평가에 있어서의 부서간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시민평가에서의 부서간 편차는 크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시민들
이 수행한 고객평가에 따라서 부서의 성과 순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
민들이 개개 부서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평가는
부서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실체적 성과를 반영하기 보다는 부서가 지닌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게
된다.
셋째, 조직의 성과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와 시민의 평가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공무
원 조직과 시민들 간에 성과에 대해 서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경우 조직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민평가의 비중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순위가
사실상 시민평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시민들 또한 자신들이 체감한 부서
별 인식도와 실제상의 성과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 성과관리 자체에 대한 불만과 수용성 저
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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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적 성과, 인식적 성과, 그리고 실제 현실간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실체적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
식적 성과는 상이할 수 있다.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식적 성과는 부천시의 성과 전반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를 기초로 한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하는 시민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설문지
의 구성방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지표를 통해 평가되는 성과 역시 부
천시가 실제 수행한 업무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 혹은 외부여건에 의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를 정확히
분리하여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 간의 관계를 BSC 4대 관점중의 하나인 재정관
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부천시의 경우 재정관점의 지표로 예산의 합리적 운영, 국비·도
비의 안정적 확보, 자주재원의 확대, 민자 유치 확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부천시 재정관점에 대한 조
직내부의 평가 및 시민들의 평가 점수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평가결과가 개선되고 있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8> 재정관점에 대한 연도별 조직평가 및 시민평가 점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재정관점에

조직평가

89.49

93.07

93.45

94.12

대한 평가

시민평가

69.23

69.22

70.21

77.28

재정규모(억원)

9,455 (5)

11,739 (5)

12,779 (5)

13,590 (5)

일반회계(억원)

6,295 (5)

8,432 (5)

9,374 (4)

9,320 (6)

재정자립도

62.0 (6)

56.5 (9)

59.1 (7)

53.4 (15)

재정운영

재정자주도

80.9 (11)

72.5 (14)

69.0 (26)

72.1 (18)

현황

재정력지수

1.03 (9)

0.91 (10)

0.80 (10)

0.77 (14)

1인당지방세 부담액(천원)

244 (27)

266 (27)

295 (27)

312 (29)

1인당자체 수입액(천원)

357 (27)

368 (28)

454 (25)

471 (28)

1인당세출 예산액(천원)

576 (31)

651 (31)

769 (31)

882 (31)

자료 : 부천시(2010b) 본예산 기준(’
06~’
09년 일반회계 최종 예산)
* ( ) : 경기도 31개 시·군내 순위

그렇다면 과연 부천시의 재정적 여건은 이러한 조직내부의 평가나 시민들에 의한 평가 결과처럼 좋
아지고 있는 것인가? BSC 도입이후 부천시의 재정관점에 있어서의 실태를 살펴보면, 조직평가나 시
민평가 결과와는 달리 각종 재정관련 주요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천시 전체
예산 규모는 최종예산 기준으로 볼 때 2004년 9,505억원에서 2009년 13,59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등 대부분
의 지표가 경기도의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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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그 결과 부천시는 2007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되었으며, 시의 재정여건도 갈수록 열
악해 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여건의 악화라는 현실적 여건과는 달리 부천시가 수행한 재정부문에서 수행한
결과에 대한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비단 재정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현
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시민관점이나 내부과정 관점, 학습성장 관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
타날 수 있으며, 6대 핵심영역별, 또는 부서별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정적 성과와 같이 전문적 영역에 대한 핵심 정보들이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실적 등에 대해서는 시민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재무적으로 나타
난 결과가 명확하게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평가의 비중이 작을 경우 실제 현실과 조직의
실체적 성과 및 시민의 인식적 성과간의 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SC평가를 통한 실체적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식적 성과간의 관계를 부천시
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궁극적으로 조직이 달성한 성과를 구성하는 실체적 성과와 인
식적 성과간의 연계성이 강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조직 내부에서 BSC 제도 운영을 통해 공식적
으로 평가된 성과와 부서별로 달성한 실적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식적 성과 간에는 높은 연관성
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고객접점이 높은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간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었는
데, 특히 지원부서의 경우 실체적 성과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인식적 성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듯 부서간의 특성에 따라 부서의 성과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사이
에 서로 왜곡되게 인식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조직평가를 통한 부
서 간 편차가 시민평가를 통한 부서 간 편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BSC 평가가 시민의 인식적
성과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 간 차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조직이 목
표로 하는 성과와 시민들이 인식하는 성과에 대한 가치가 지니고 있는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
지만 대상 부서의 특성이나 업무 수행주체에 의한 차별성과 같은 내부적 측면에서의 요인이나 평가진
행에 따른 평가의 관대화 및 왜곡현상 등 평가자체의 구조적 문제점 등 외부요인에 의한 설명 또한 가
능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과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른 이러한 차별화된 결과는 결국 성과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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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하고 반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획득한 2차 자료들에 의한 비교 분석이라는 방법론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들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향을 제공
하고 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BSC 시스템이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 등 내부적 성과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부문들이 수행하고 있는 성과
지표의 선정, 측정, 평가과정에서 성과관리의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어 조직의 성과향상보다는 개인에
대한 평가위주로 바뀌게 되어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
을 주어 저항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성과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과관리가 조직의 실체적 성과의 향상보다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는 경우
가 많았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관리제도의 체계가 조직전체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직관리 수단으로서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실제 업무를 통해 달성된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측정대상 분야를 사업
영역이나 특성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각각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 서비스의 최종 고객
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조직 내부의 성과평가에만 머무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
만족이나 체감도 중심의 성과평가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내부적 성과와 외
부적 체감도를 균형 있게 고려하거나, 기관이나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각각의
평가결과에 대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성 외(2009)의 주장처럼 장기
적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원화하여“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doing the things right)”
에 초점을
두는 관리적 차원의 성과지표와“해야 할 일을 찾아서 옳게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s)”
을 강조
하는 국민책무성 차원의 성과지표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나 달성한 성과와 관련된 정보들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매
년 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BSC에 대한 고객평가를 위한 설문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주도형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기관이 제공한 성과만으로 시민들
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은 성과정보를 주민들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제도 자체의
유효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들이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차원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자체가 기관 운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좋
은 전략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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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형성된 전략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
직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달성된 최종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적
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논
의되었던 실체적 성과와 인식적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 분석 등 성과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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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복지업무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전국
적 통일이 필요한 사회보험업무는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는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보
장대상자의 급여수준 결정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문제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도 없지 않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조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서비스가 최근 들어 보다 확대되고 다
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기능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민 중심의 민주성과 경
제적인 효율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와 관련해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며 많지는 않지만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방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도와 시·군·구간의 합리적 기능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경우라도 그 업무의 양이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업무처리가 더욱 복잡해지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도와 시·군·구간에 업무의 중복현상이나 비합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요구의 보다 정확한 반영 및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이 시·도와 시·군·구간에 어
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기능의 분석은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왜
냐하면 재정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무분담이나 업무수행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주로 관련문헌 및 법규 등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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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스
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자원배분을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
성의 문제, 지역이기주의 등의 부정적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송정부, 1999: 333).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저 긍정적 측면으로는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축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음으로 부정적 측면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라는 이름하에 지자체에 사회복지업무를 강제적으
로 떠맡김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사회복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사회복
지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고유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
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이상의 양면적 성격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하의 사회
복지환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8: 488489).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업무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은 이중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수행되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
회보험업무는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공공부조에 관한 사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수복지수요에 대한 대인서비스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
용하는 시설보호사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점차 이용시설보호와 재가복지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
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급여수준 결정이나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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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은 중앙정부의 기능에 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예산비중 현황을 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
로 기초생활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 순으로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지역계층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대도시는 아동복지서비스 비율이 높은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시·군 지역에서는 노
인복지서비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의 예산비율은 다른 복지예산보다 적으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8: 493-496).

2.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방법
1) 기능배분의 원칙
정부 간 기능배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임시행정조사회가 2년 이상에 걸쳐 사무배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출한
‘행정사무의 배분에 관한 개혁의견’
에서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등이 제시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3년 국가와 례종(Region), 데빠르트망(Department), 코뮨(Commune)
등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관한 법률에서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감독금지의 원
칙, 총체적 이양의 원칙, 단일자치단체에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 경비의 전액보상
원칙, 점진적 이양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정세욱, 2000: 205).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1994)은
외국의 사무배분원칙을 조사하여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등의 사무배분 원칙을 정리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 간 기능배분에 대한 논의와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합리적 기능배분
의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기능배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첫째, 현지성의 원칙 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으로,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
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 제6조 제2항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
으로 시·군·구 사무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가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지성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의 논의와 최성재·남기민의 저서(2001: 401),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2.29 법률 제8865호)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참조함.
2) 2008년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은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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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비경합의 원칙 또는 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경합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실성의 원칙 또는 경제성의 원칙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능력 등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시·군·자
치구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업무성격상 시·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도
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행정기능과 자치단체의 능력간의 균형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넷째, 종합성의 원칙으로,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에는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상의 혼돈과 중첩현상이 발생하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합성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에 있어 사회복지행정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걸친 수직적인 체계를 이루고 일반적으로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정책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하위기관일수록 서비스 제공 및 복지대상자와의
접촉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사무의 성격과 기능배분의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서 처리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 단체위임사
무는 법령에 의해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자
치사무로 취급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사무의 성질상 전국적 이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
적 이해관계도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자치사무
(고유사무)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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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게 중복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공동사무가
있다. 이러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적지 않은데, 이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
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이기우, 2003: 16-17). 특히 공동사무에는 사회복지사무가 많은데, 공무원들
이 공동사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재정분담의 노력 없이 국가감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거나 지방이양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한편 정부 간 기능배분방식에는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위임방식, 두 가지를 절충한 절충방식 등
이 있는데 개별적 지정방식은 개별법으로 지방정부가 맡을 사무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으로, 영국이 그
대표적 국가이다. 이 방식은 사무배분이 중복되지 않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포괄적 위임방식은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한 사항이나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
배타적으로 부여한 사무 외의 모든 사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독일이 그 대표
적 국가이다. 이 방식은 사무배분 과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개입여지가
크고 이에 따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한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절충식은 우
리나라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정부가 수행할 사무를 예시적
으로 일괄 규정하는‘예시적 포괄방식’
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정부기능을 정확하게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근래에 들어 지방분권일괄법
을 통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전체 법률의 1/3에 해당하는 500개가 넘는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지방업무의 영역을 넓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강혜규 외, 2006: 48-49).

3.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기능의 정부 간 역할분담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체로 정부 간 역할분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와 외국의 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기능의 정부 간 역할분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로는 정경배 외(1993), 봉민근
(1995), 임우석(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정경배·이성기·권선진 등은‘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에서 사회복지기능의 배분기준으로 획일기준(통일성과 지역특수성), 거리기준
(원격성과 근접성), 비용기준(규모경제와 현지비용 절감), 업무설정(기획성과 집행성), 전문성 여부(전
문성과 단순성), 효과정도(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봉민근은‘지방정부의 복지행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배분의 기준으로 효율성의 정도, 공공재의 성격, 편익지
역, 주민의 선택, 외부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업무의 성격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우석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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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지방정부간 노인복지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에서 사회복지기능 배분의 기준으로 현지성, 경제
성, 종합성, 불경합, 이해관계 귀속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황성동(1994), 현외성
(1994), 강혜규 외(2006) 등의 연구가 있다. 황성동은‘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에서, 현외성은‘일본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회복지행
정 기능분담에 관한 연구’
에서, 그리고 강혜규·최현수·엄기옥·안혜영·김보영 등은‘지방화시대
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에서 각각 영국·미국·일본 등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분석의 틀
앞에서 살펴본 정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을 대상으
로 하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문제에 적용하는 데에도 별 무리
가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관계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관계는
통일적 업무와 개별적 업무, 기획적 업무와 집행적 업무, 그리고 수혜자로부터의 원접성과 근접성 등
에서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배분원칙으
로 제시하고 있는 현지성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그리고 현실성의 원칙을 뜻하는 능력
적합성의 원칙 등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간의 합리적 기능배분의 기
준으로 설정하고 <그림 1>과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림 1>에서 제시된 네 가지 배분
기준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
니며, 사무배분은 그 수행을 위해 재정분담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능배분을 사무배
분과 재정분담의 두 개의 분석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사무배분 차원

·종합성
·비경합성

·민주성

·능력적합성

·효율성

·현지성

재정분담 차원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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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배분현황 분석
1. 사무배분 차원
1) 사무배분의 기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내지 조정을 요하는 사무, 즉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있
는 사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
질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사회보험과 같이 주로 전국적 통일의 필요성이 있는 사무는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것과 같
이3)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사회복지영역인 사회복지서비스(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획이나 조정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기준을 <표 1>과 같이 공통사무,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자치구 사무의 사회복지업무는 시·도 사무로 규정된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
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
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에 연
락·조정 등의 사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규
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공통사무인‘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
한 사무’
에는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
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지방자치단체
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이 포함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예를 들면 기초보장사업에서 대상자 선정,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나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의 수준은 중앙정부에서 결
정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86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표 1> 시·도 및 시·군·자치구 간의 사무배분 기준
공통사무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

사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

의 구역, 조직,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

행정관리 등에

가 있는 사무

관한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에 연락·조정 등의 사무

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자치구 사무 중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

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하고 있는 사무도 있음.

또한 시·군·자치구의 사무 중 50만 이상의 시가 도의 사무 중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사회복지관련 업무 중 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②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③ 묘지·
화장장·납골당의 허가, 시설변경 및 폐지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④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승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등은 시·군·자치구 사무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시
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3).
그리고 자치구 사무 중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사회복지관련 업무로 ①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
골당의 설치·운영 등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사무, ②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 설치·운
영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등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 등은 시·군·자치구 사무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2).

2) 사회복지사무의 배분현황
우리나라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간 기능배분방식으로 혼합형인 예시적 포괄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6가지 사무분야에
57개 단위사무가 예시되어 있다. 여기서 여섯 개 사무분야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
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인‘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는 10개의 단위사무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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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④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⑥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⑧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지도, 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⑩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이러한 지
<표 2> 지방자치단체 사무복지사무의 기능배분
구분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군·자치구단

립 및 지원,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주민복지상담, 환경위생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실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수혜자에게 비

수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지

용수납,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사회복지법

도·감독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수혜자에게 비용수납

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지도

및 승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

생활이
어려운 자
보호 및 지원

생활보호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지원,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리,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장제보호비 지급 등),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징수,
생활보호기금 적립 및 운용관리,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
지,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 실시(진료증발급
등),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노인복지사업 시행, 경로

노인·아동·
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경로사업의 실시·지

행사 등 경로사업 실시·지원,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아동복지사업

및 지원,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아동상담소 설

종합계획 수립·조정,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아동

치·운영, 아동전용시설 운용, 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시

전용시설의 운영, 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운

설 운영·지원, 아동복지단체 지도·육성, 보호시설 고

영·지원,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장애인복지에

아의 후견인 지정,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행, 장애인 파악·관리, 장애인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

및 시설에의 입소,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편의시설

에의 입소,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설치지도·권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지

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불우청소

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단위), 청소년육성기본계획

년보호,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소년의 달 행사추

(시·군·구 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청소년의 달

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

행사 추진, 부녀복지에 관한 계획수립·시행, 모자보건

치·운영,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부녀복지종합계획 수

사업의 세부계획수립·시행, 모자보건기구 설치·운영,

립·조정,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조정, 부녀단체 육

모자보건대상자 선정(수첩발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성·지원,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등

건강관리, 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교육, 부녀단체 육성·

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지원,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
도 및 직업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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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건강
증진사업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시·도 사무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보건교육 지도·감독, 영양개선업무 지
도·감독,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보건환
경연구원 설치, 시·도 의료원 설치·운영, 공중보건의
사 배치·지도,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 지원

시·군·자치구 사무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주민건강실천운동 지
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보건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구강건강사업
의 수행
보건소 및 지소 설치·운영,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주민
순회 진료,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전염병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홍보, 전염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계도, 전염병 예방접종 실

병 예방시설 설치,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

시, 전염병 예방대용시설 지정 및 운영, 전염병의 예방

용지원, 전염병진료를 위한 대용기관 지정 및 기관에

조치와 소독의 실시,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

대한 경비보조

치,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 설치·운영(자치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 사무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도

의 경우 제외),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의 경우 제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납

납골당 허가,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재단법인이 설

화장장·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종중·

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

는 허가취소, 분묘의 일제신고, 시체운반업 허가

수 또는 허가취소, 무연(無緣)분묘 정리, 분묘의 개장명
령, 무연분묘 개장허가
공중접객업소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
행, 식품접객업소 시설 설치·지도, 식품접객업소 위생
등급지정,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 검사·수거 등, 식
품접객영업소 영업허가 및 취소, 위생접객업소 등급 설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위생접객업 등
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

위한 지도

위생 지도·명령, 위생접객시설 개선명령, 위생접객업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
수리,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 설치·운영(도의 경우 제외),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 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을 제외한다),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
영,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
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 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결정,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 제외)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수립,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처리시설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 제외), 일반폐기
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만 해당),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조치, 일반폐기물 무
단투기에 대한 지도,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결
정,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일반폐
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특별청소지역의 지정·조정,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특별청소지
역내의 분뇨사용 제한,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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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개선명령등,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

청소·오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관리, 대청소실시계획의

수거 및 처리

수립·시행,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적
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관리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지방공기업자산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의 취득관리·처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지방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지방공기업자산의

공기업 관련 지방채 발행,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

취득관리·처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공기

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지방공사 설립·운영, 지방공

업 관련 지방채 발행

단 설립·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설치 운영

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별표 1’
에 <표 2>와 같이 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구분되어 예시되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배분의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2005년 중
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중 13개 노인복지사업과 24개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사무
배분 실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이 노인복지분야의 경우 먼저 시설운영 관련 사
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법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지현
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설치 운영 및 변경 등 신고접
수,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현황 보고,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서
비스·급여 관련 사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과 유사한 노인건강진단과 일자리사업 중심으
로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련법에서는 분명하게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분야의 경우 시설운영 관련 사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관련법상 뚜렷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설설치 운영 및 변경 등 신고접수, 시설운영위원회 위
원 위촉, 운영관련서류 조사·감사 등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급여 관련 사무에서는
관련법에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강혜규 외, 2006: 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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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사무배분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 조사, 시설입소자 또는 이
용자 현황보고<법제42조>
시설의 설치·운영 소요비용 부담<법제45조>

시설운영
관리사무

시설평가결과 등 운영실적 고려하여 운영비 차등지원<
관련규정이 없음

시행령제24조>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임명 또는 위촉<사회복지사업
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및 변경신고접수<시행규칙제30조>

서비스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전문요원배치<시행규칙제12조>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또는
서비스·급여
관련사무

위탁<법제23조, 시행령제17조>
건강진단 2년에 1회이상 실시 <시행령제20

관련규정이 없음

조>
건강진단사업실시 공고<시행규칙제9조>
·시설 설치·운영 신고접수<법 제49조>
·시설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시 시설의 운

장애인
복지

시설운영
관리사무

영상황, 장부 기타서류를 조사·검사<법 제51조>
관련규정이 없음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법제72조>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임명 또는 위촉<사회복지사업

서비스

법제36조 및 시행규칙제24조>
서비스·급여
관련사무

관련규정이 없음

관련규정이 없음

자료 :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합리성 평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 <별표 1>에 예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무들이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종합성,
비경합성, 능력 적합성, 현지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과 관련된 사무에서 시·도는 대체적으로 시·도 단위의 종합계획 수
립이나 시·군·자치구 간 연계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시·군·자치구는 시·군·자치구 단위의 계
획수립이나 시설 운영 및 주민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성과 비경합성의 측면
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와 관련된 사무에서 대체적으로 시·도는 시·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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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시·군·자치
구는 시·군·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무내용 에 있어 다소 중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
경합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서 대체적으로 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보강 및 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군·자치구는 생활보호대상
자를 선정하고 생활보호비용을 지급하는 등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
과 관련된 사무에서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에 많은 부분에 있어 항목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 비경합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국민건강증진사업’
과 관련된 사무에서 대체적으로 시·도는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업무
를 담당하고 시·군·자치구는 서비스 제공이나 실천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성과 비경합
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과 관련된 사무에서 시·도는 시·도 단위의 의료원과 연구원
을 설치·운영하고 의료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시·군·자치구는 자체의 의료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곱째,‘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과 관련된 사무에서 대체적으로 시·도는 종합대책
의 수립과 시설 설치 등에 중점을 두며 시·군·자치구는 예방조치와 진료 등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업
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덟째,‘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와 관련된 사무에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다
같이 설치·운영, 허가, 허가취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의 차별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비경합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홉째,‘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와 관련된 사무에서 대체적으로 시·도는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시·군·자치구는 구체적인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성과 비경합성의 측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열째,‘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와 관련된 사무에서 대체적으로 시·도는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허가 및 지도·감독, 폐기물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군·자치구는 이러한
업무 외에 직접적 관리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양자 간 사무의 중복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경합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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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째,‘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과 관련된 사무에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여 다소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각 단위별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사
료된다.
열두째,‘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와 관련하여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 간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비경합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는 대체로 종합성, 현
지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사무에 따라 비경합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능력이나 규모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하는 능력적합성 측면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된다. 그밖에 단서 조항에‘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는 규정을 두고 있어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배분의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검토한 2005
년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중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사무배분
실태분석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시설운영 관련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가 법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집행에 있어 중복성과 모호성 등 비효율성이 적지 않게 노정될 수 있다.

2. 재정분담 차원
1) 재정분담의 기준
사회보장법은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
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7조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
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그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위임사무인가에 따라 다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
하며,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20조 및 제21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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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비율은 대통령령4)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
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2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별표 1(제4조제1항 본문 관련)에서 9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사회복지 관련 주요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사회복지분야)
분야

사업
생계급여

기초생활

주거급여

보장

의료보호

장애인
복지

한센환자
보호

영유아
보육사업

기타

기준보조율(%)
서울 50

- A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0% 인상

지방 80

- B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0% 인하

서울 50

- A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0% 인상

지방 80

- B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0% 인하

서울 50
지방 80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

서울 50

지원

지방 80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한센양로자 지원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비고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50
서울 20

- A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0% 인상

지방 50

- B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0% 인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지원

50

사회복지시설 및 장비지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에 한함(용지매입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A : 해당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에서 사회보장·복지비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 가 80미만인 경우
B : 해당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에서 사회보장·복지비지수가 20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 가 85이상인 경우

2) 사회복지 재정분담 현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여기서 대통령령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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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분야

사업명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복지

보육

주거급여

특별시·광역시

(단위 : %)

도

시

자치구

도

시·군

50

50

50

50

A(70)

A(70)

A(30)

A(30)

B(30이상)

B(70이하)

B(30이상)

B(70이하)

50

50

50

50

A(70)

A(70)

A(30)

A(30)

B(30이상)

B(70이하)

B(30이상)

B(70이하)

70

시30

의료보호

100

0

80

군2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노인여가시설 운영

50

50

30

70

경로연금

70

30

50

5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학비지원

100

0

50

5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50

50

50

50

영유아보육사업

A(70)

A(70)

A(30)

A(30)

B(30이상)

B(70이하)

B(30이상)

B(70이하)

보육시설 기능보강

50

50

50

5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여성 및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가족복지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의료

기타

부랑인 보호

100

0

100

0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지방공사의료원 지원

100

0

100

0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고용촉진 훈련

100

0

50

50

A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B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자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에
예시된 111개 항목 중 사회복지관련 분야만 재편집하여 정리하였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경비부담비율을 정한 행정안전부령을‘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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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표 5>와 같이 행정안전부령5)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 즉 기준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다른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
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으면 기준부담률을 조정해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
령 제33조).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도와 시·군·구간 재정분담의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2005년 중
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중 13개 노인복지사업과 24개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분담실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6>과 같이 노인복지분야의 경우 국고보조금 16.0%, 시도
보조금 6.0%로 이 둘을 합친 비중이 전체예산의 22%에 불과하고 시군구 재원부담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분야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20.6%, 시도보조금이 16.0%, 그리고 시군
구 재원부담이 6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대부분이 지방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시도보조금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강혜규 외, 2006: 117-121).
<표 6>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정부 간 재정분담
구 분

노인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전 체

16.0

서울시

8.4

(단위 : %)

장애인복지서비스
시군구재원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재원

6.0

78.0

20.6

16.0

63.4

6.8

84.8

0.0

2.2

97.8

광역시

15.1

8.6

76.3

24.9

25.8

49.3

도의 시

16.6

4.5

79.0

15.1

8.9

76.0

군 지역

18.3

5.9

75.8

26.0

17.2

56.8

3) 합리성 평가
정부 간 재정분담의 수준은 사무배분의 수준과 동일하게 이루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으나 현
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자 간 사무배분 상태는 재정
분담 상태의 속성을 반영하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간 재정분담은 사무배분 상태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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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군·구가 취약한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중 67개 사
회복지사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시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외국의 정부 간 사회복지기능 배분사례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정부 간 사회복지기능 배분사례로 영국과 일본을 선정하였는데, 영국은 비버
리지보고서 이래 복지국가의 틀을 처음으로 형성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의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귀
감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으로서 중앙정부가 비교적 단기간에 복지제도를 성
숙시켜 왔다는 점을 그 선정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사례는 주로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기능분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와
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1. 영국
1) 사무배분 차원
영국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전통적으로 현금은 중앙, 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물론 근래에 들어 중앙정부가 취업서비스를 개발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구매하기 위해 현금급여형태인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철저하게 물리적인 지원
을 구매하는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여전히 공공부조를 포함한 중앙정부 중심의 소득정
책과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서
비스의 경우 중앙정부는 장애인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와 같은 현금급여 업무를, 지방정부는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원적 전달체계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 개의 전
달체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 별도의 신청과 수급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즉, 장애인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는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WP)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별 사무소
인 잡센터플러스(JobcenrePlus)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
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취업서비스는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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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로서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토록 하
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는 큰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강혜규 외, 2006).
영국에 있어서도 정부 간 사회복지기능의 배분문제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즉, 잉글랜드 내 도지역 의회(county
council), 통합정부(unitary authority), 도시 구의회(metropolitan district council), 런던 자치의
회(London borough) 등 150여개 지방정부들이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 제정 이후 노인, 아
동, 장애인 등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재가보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반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SSI, Joint Review & NCSC 2003). 이렇게 지방정부에
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적 욕구가 반영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반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을 시 최악의 경우에는 주민이나 중앙정부에
의해 법정을 통해 의무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Hill, 2000).
영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확장의 시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
방정부가 중심이 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보수당 정권 하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
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그
재정으로 공급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상적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보건부 등 담
당부처를 통해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
며 독립중앙기관인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6)를 통해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기준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CSCI)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여 만든 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수행평가기준(Performance Assesment Framework: PAF)에 의해 매년 정기
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훌륭함(3점), 우수함(2점), 적합함(1점), 부적합함(0점) 단위로 구분되며
최고평점인 3점을 받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사나 모니
터 대상분야가 축소되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계획이나 정보제출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에 있어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증대되는 혜택을 부여받는다. 반면 부적합 판정(0점)을 받는
지방정부의 경우 개선을 위한 추가지원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자체서비스 운영에 있어 자료에 대한 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사회보호조사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기관으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규제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국가최소기준’
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이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재 또는 자율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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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범위와 횟수가 늘어나고 모니터 범위도 확장되는 등 자율권이 축소된다(강혜규 외, 2006).
한편 영국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재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촉진제도로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과 지역공공서비스협정(Local Pub;ic Service
Agreement, LPSA)이 있다. 여기서 지역협정은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인 정부사무소
(Governmental Office, GO)와 지역별 공공민간협의체인 지역전략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간에 체결하는 지역서비스 개선협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개선뿐 아니라 지
방정부와 지역의 각종 민간기업 및 단체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역공공서비스협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체결하는 지역서비스 개선협약으로 직
접적인 재정적 포상이 포함된다. 이 협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협약에 따른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부
양기폭교부금(Pump Priming Grant)과 서비스 달성 시 주어지는 수행포상교부금(Performance
Reward Grant)으로 구분된다.

2) 재정분담 차원
영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담은 전반적인 중앙-지방간 예산배분시스템의 일
부로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인 지방의회세, 사업세라고 불리는 비거주 건물세,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세입지원교부금, 사회복지시설이용료 등이 약 40%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은 자원균등화(resource equalization)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의 거주 인구수를 비롯하여 교통량, 여성고용비, 보호대상자 수, 관광객 수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치안, 소방, 도로 유지관리, 환경보호와 문화서비스, 자산
관리 및 재무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16%로서 교육
(32%) 다음으로 큰 영역이다. 각 지방정부별로 산출된 예산에 따라 그 차액이 교부금으로 주어지는데
영역별로 산출된 예산은 하나의 지침 역할은 하지만 이에 따를 법적 강제력은 없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통제의 근거가 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정도는 지출평가(Spending
Review)를 통해 측정되며 이는 지역의원과 정부의 정책차관간의 중앙-지방파트너십(Central-Local
Partnership)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의나 조정업무그룹(Settlement Working Group)에 의해 이루어
지는 중앙사무관과 지방공무원간의 논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Lyons, 2005).
1980년대 중반 대처정부 이후부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용처가 지정된 지정교부금의 증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지방정부 총예산의 5% 정도이던 지정교부금이 2005년에는 2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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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통제는 각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의회세가 총예산에서 56%를 차지하고 있는 성 아반스(St
Abans) 지방정부의 경우 지정교부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5%에 불과하지만 지방의회세 비중이
전체 수입의 11%에 불과한 뉴함(Newham)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정교부금이 21%에 달하고 있다
(Lyons, 2005: 56).

2. 일본
1) 사무배분 차원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국제사회나 사회정세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행정은 지방에 맡기고 국가의 존립에 관한 과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
한 견지에서 지방자치법에 국가의 사무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 생활이나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전국적인 규모나 시점에서 수행해야 할 시책 및 사업의 실시 등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도부현의 사무로는 광역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보완적 사무 등이, 시정촌
의 사무로는 국가나 도도부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무로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시정(市町) 구역
에 주로 영향이 미치는 사무, 객체가 시정 구역 내에 한정되거나 사무처리가 구역 내에서 완결되는 사
무 등이다(강혜규 외, 2006: 267-268).
특히 지방의 개별사무나 권한의 분담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무를 중복하여 처리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
한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광역적 시책의 기획 입안 등 행정의 방향성을 검토
하는 업무, 국가나 타 현(縣) 또는 시정과의 조정에 관한 업무,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는
사무의 처리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업무는 가급적 조례 등을 통해 시정촌
에 점진적으로 권한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례로 오카야마현(岡山縣)은 이러한 국가의 지방분권정
책에 부응하여‘시정촌 자립력 향상을 위한 현으로부터의 사무권한 이양계획’
(2005.4-2009.3)을 수
립하였는데, 이 계획의 사무·권한 이양의 초점을 보면 주민과 밀접한 사무로서 시정촌에서 수속절차
를 완결하는 것이 주민이용에 편리한 것, 시정촌의 지역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사무, 시정촌의 종합적
인 행정처리로 신속한 사무처리가 가능한 것 등이다(岡山縣, 2005).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의 경우
2006년에 유로노인홈의 설치신고 수리, 미숙아 방문지도 및 양육의료에 관한 사무 등이,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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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서비스인 특별양호노인홈 검사, 경비노인홈 설치신고 등이, 그리고 2008년 이후 사회복지
법인 설립인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 모자 과부복지자금대여금 등에 관한 사무 등이 기초자치단체
인 시정촌으로 권한 이양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렇게 사무나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때에는 소요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지방
재정법은 도도부현의 사무를 시정촌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은 해당 시정촌에 대하여 그 사무
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재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나 경제활동 규모가 큰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7)에는 더욱
많은 권한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정령지정도시의 경우는 현재의 도도부현과 동등한 권한
을, 중핵시는 현재의 정령지정도시와 동등한 권한을, 특례시는 현재의 중핵시와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영역에 있어서도 종전의 광범위하고 비교적 국가의 재량
에 맡겨져 있던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국가가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시해야 하는 법정수탁사
무는 각각의 법률에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임의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정부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그리고 기초자치단
체인 시정촌 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의 경우 시정촌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정촌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밀접하고 빈도가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를 일원적으로 제공하고, 도도부현은 광역적·전문적·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정촌을 지
원하며,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향상, 도도부현 간의 격차조정이나 인재육성지원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강혜규 외, 2006: 280).

2) 재정분담 차원
일본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비용부담구조는 최근 20여 년간 복잡하게 변화되어 왔
는데, 대체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각각의 사회복지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치비제도, 이용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이용제도, 그리고 개호보험제도와 같이
보험료와 세금이 절반씩 부담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조치비제도는 국가의 공적 책임의무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국고보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생활보호나 시설보호의 경우는 국고부담률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정령지정도시란 지방자치법의‘대도시에 관한 특례’
에서 정령(내각에서 정하는 명령)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로는 100만 정도 되어야 지정된다. 2007년 현재 17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중핵시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만들기의 일환으로 1995년 창설된 도시이며(2006년 말 현재 37개) 특례시는 인구 20만 이상의 도
시로서 지방분권일괄법 성립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2000년 신설된 도시이다(2006년 현재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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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고 재가복지에 대한 국고부담률은 확대되었다. 즉, 1984년 이전에는 부담률이 생활보호나 시설
보호의 경우 중앙정부 8/10, 도도부현 2/10이고 재가복지의 경우 중앙정부 1/3, 도도부현 2/3이었는
데, 1989년 이후에는 국가부담률이 생활보호 3/4, 시설보호 1/2, 재가복지 1/2 등이고 도도부현 부담
률은 생활보호 1/4, 시설보호 1/2, 재가복지 1/2 등으로 바뀌어 중앙정부의 부담률은 생활보호나 시설
보호에서는 하향 조정된 반면 재가복지에서는 상향 조정되었다.
<표 7> 일본의 주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부 간 재정분담비율
구분

1984년
중앙정부

1985년

도도부현

중앙정부

1986-1988년

1989년 이후

도도부현

중앙정부

도도부현

중앙정부

도도부현

생활보호

8/10

2/10

7/10

3/10

7/10

3/10

3/4

1/4

시설보호

8/10

2/10

7/10

3/10

1/2

1/2

1/2

1/2

재가복지

1/3

2/3

1/3

2/3

1/2

1/2

1/2

1/2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재정분담비율은 사회복지관련 8법8)의
개정에 의해 조치권한이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정촌도 1/4의 재정을 분담하게 되
었다. 결론적으로 1990년 사회복지관련 8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이 각각 1/2, 1/4, 1/4 등으로 변경되었다(강혜규 외, 2006: 255).

3. 외국사례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복지선진국인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먼저 정부 간 기능배분방식에서
영국은 개별법으로 지방정부가 맡을 사무의 종류를 지정하는 개별적 지정방식을 택하여 사회복지기능
이 정부 간에 법률규정에 의해 중복 없이 명확히 분담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절
충식인 예시적 포괄방식을 택하면서도 1998년 지방분권일괄법 개정을 통해 지방업무의 영역을 확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의 정부 간 배분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현금은 중앙정부,
서비스는 지방정부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주민과 밀착된
위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규모나 경제력 등 능력에 따른 고려를 하며 아울러 중앙광역-기초 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담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재정 분담시스템에서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일본의 사회복지관련 8법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사업단법 등으로 199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20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단체로의 정부 간 사무이양에 따라 재정분담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
표 8>과 같다.
<표 8> 영국과 일본의 정부 간 기능배분사례 비교
구분
정부간 기능
배분방식

영국
개별적 지정방식
현금은 중앙정부, 서비스는 지방정부

사회복지

원칙

사무배분

지방정부에 법적으로 분명한 권한과
책임 부여

사회복지

중앙정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정

재정분담

부의 자율성 범위설정

일본
예시적 포괄방식(1998년 이후 지방
정부의 영역 확대)

비고(한국)
예시적 포괄방식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보완적 배분
방식

사무배분체계 모호

규모나 경제력 등 능력에 따른 고려

사무이양에 따라 적절한 재정지원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체계 미흡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합리적 기능배분을 위한 분석변수로 설정한 종합성, 비경합성, 능력
적합성, 현지성 등을 거의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례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대
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현실과 관
련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에 사회복지기능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종합성·비경합성·능력적합성·현지성 등을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현행법규
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에 사회복지사무의 배분이 모호하고 중복성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재정분담에 대해서도 자치단
체 간 기준부담률이 행정안전부령인‘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예시되어 있는 사무 이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별로 논쟁 또는 불균형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검토한 외국의 사례는 그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비경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능배분방식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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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방식에서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적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우
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포괄적 예시주의 하에서는 어떤 특정사무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에 속하는지 모호하며, 또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일괄하여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한계
도 모호하다. 또한 규모나 능력에 따른 능력적합성과 관련해서도 주민과 밀착된 위치에 있는 기초자치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규모나 경제력 등 능력에 따른 고려를 하는 일본이나 중앙정부의 평가결과에 따
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영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현실적 복
지수요에 부응하여 구체적인 자체계획을 세우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사무배분 및 재정분담에 있
어 협의·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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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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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도입에 있어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분권화 정책의 도입 이래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혁신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 많은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 과정, 관리체계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혁신적 방안의 도입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CSI:
Community Social Service Innovation)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의 혁신방안 도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도입한 지방정부와 도입하지 않은 지방정부 중 총 78
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조직 내부적 환경 특성요인인 지방정부의 변화
수용적 태도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
정부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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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a local government s innovation adoption in
public services. In local autonomy era the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factor to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about local government
innovation related to method, process, tools, and management system in Korea. But the studies of the
innovation adoption itself by the local government have not been enough. This study is conduc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a local government s innovation adoption in public services
with a case of the CSI(Community Social Service Innovation).
To this end, it used the data of 78 local governments and carried out the logit analys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a local government s innovation adoption in public services.
In conclusion, only the receptive attitude toward change of local govern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 to a local government s innovation adoption in public services. This result
suggests that a local government s will for innovation adoption is the important determinant of a local
government s innovation adoption in public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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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 정부의 개혁
및 변화는 하나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정부의 고질적 비능률성’
이라는 병을 치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김
헌민, 1998). 이러한 개혁은 특히 정부 혁신과 분권화라는 두 가지 기반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양상
을 보여준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난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적합한 다양한 정부혁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통적인 전달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식을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혁신
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전달 방법 및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 정부 혁신방안들에 대해서 그 효과성을 측정하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시
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혁신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
나, 애초에 지방정부가 어떤 이유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을 도입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흡한 편이다. 즉,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자체 및 효율성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와 더불어 어떤 특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비중
있게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행과 같이 범람하는 혁신방안들에 대해서는 잘 알더라도 어떤 지
방정부가 혁신방안을 도입,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혁신을 실행에 옮기고 효과적
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헌민,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있어서의 영향요
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왜, 어떤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전달에의 혁신방안을 도
입, 추진하게 되는가’
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지방정부 혁신의 실질적 도입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2007년 도입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1)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를 도입한 정부와 도입하지 않은 정부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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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지방정부
혁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설정하였다. 둘째, 이들 변수에 근거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검토
1. 혁신의 의의
혁신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혁신이란“개인 또는 체제에 의
해서 새롭다고 인식되는 아이디어”
라고 한 Rogers(1992)와“도입하는 주체에게 새로운 수단 또는 목
표”
라고 말한 Downs, Jr. & Mohr(1976)는 참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혁신을“유사한 목표를 지
닌 수단들을 최초로 또는 남보다 앞서서 사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 Bingham(1976)은 시간적인 측
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Altshuler & Zegans(1990)는 혁신이란“행위에 있어서의 참신성”
이라고
정의하여 행동 위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Fennell(1984)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의 도
입은 여유자원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
서 위와 같은 혁신의 참신성, 시간적 우선성, 행위성, 정치성을 고려할 때 혁신(革新, innovation)이
란 업무과정이나 산출, 행태, 프로그램, 기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태를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지칭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이종수, 200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이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정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Osborne & Gaebler, 1992),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은 일반적
으로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들
의 요구에 반응하며,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각종 관리적 수단, 새로
운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도입 또는 변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김혜정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혁신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것의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나 타 조직 혹은 중
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한 기존사례, 기법일지라도 해당 지방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시행년이었던 2007년‘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라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2007년 본 사업의 도입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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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혁신으로 취급하는 관점을 채택한다(Rogers, 1995). 즉, 중앙정부의 지시나 권고에 의해 도입되
는 사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방한 혁신의 사례라 할지라도 그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채택
한 사례들은 혁신으로 보도록 한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이 창조적인 혁신보다는 타 지방정
부나 중앙정부의 혁신에 대한 모방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에서도 타당
하다 할 수 있다.

2.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선행연구
지방정부에 있어서 혁신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지방화 시대의 도
래와 맥을 같이 하여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이후 분권화의
시행에도 방만한 조직구조나 업무관리기술상의 비효율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적 업무처리, 자주재
원의 빈약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기존의 행정원리 또는 조직원리에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기
술과 지식을 흡수, 시행하기 위한 혁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성진, 2001).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연구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관심은
Osborne과 Gaebler(1992)의 연구가 발표된 이래,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정부의 역
할과 기능혁신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김판석·권경득, 1999). Osborne과
Gaebler(1992)는‘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의 실현을 위하여 각 지방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지역사회 주도의 정부, 경쟁적 정부, 업무 지향적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고객 지향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예방적·분권적 정부, 시장 지향적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혁신에
대한 연구들이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을 거시적으로 제시하는 기술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반하여
Ruhil, Schneider, Teske & Ji(1999)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주민참여 확대,
책임행정 구현, 대응적인 행정업무수행 등으로 개념화하는 한편, 지방정부 혁신의 주체를 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주민으로 분류한 후, 지방행정 혁신주체들이‘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 지방공무
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정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경쟁개념의 도입’등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
의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정부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
더십의 발휘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역주민들의 혁신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경원(1999)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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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행정 관리 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 정부 내의 관리혁신
을 통한 개선, 주민참여의 촉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장 및 경쟁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박세정, 1998), 전문성을 지향하는 인사관리, 행정체계의 계층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연구(송하선, 1999) 등 지방정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
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연구(박
통희, 1996; 김번웅, 1999)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트워크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차
원에서 혁신에 있어서 시민사회 역량을 강조하는 연구(김혜정 외, 2006), 사회자본과 혁신의 연관성
을 규명하는 연구(박희봉, 1999) 등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3. 조직의 혁신적 변수에 관한 기존 연구
조직의 혁신적 변수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혁신을 도입하는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식별하
여 어떤 특성을 가진 조직이 보다 혁신지향적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김헌민, 1998). 조직의 혁신 도
입에 대한 연구로는 Bingham(1976) 및 Rogers(1995)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혁신 도입을 연구한 Bingham(1976)에 따르면 혁신적 변수는 첫째, 지방정부의 지역사
회환경, 둘째, 정부의 조직적 환경, 그리고 셋째로 정부조직 자체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로 나눌 수 있
다. 지방정부의 혁신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또는 외부적 환경에 대한 특성으로는 도시의 규
모, 사회경제적 변수 및 정치적 이념 등이 포함된다. 조직적 환경에 대한 변수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와 같은 상위 정부의 보조 여부, 혁신을 도입한 타 도시와의 근접성(close proximity), 지방정부의 전
문성, 여유자원의 존재여부, 관련 혁신제품을 팔고자하는 민간부문의 적극성(vendor activity), 그리
고 지방정부의 구조개편 여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조직 자체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로는 의사결
정집단의 민선 또는 관선 여부, 의사결정구조의 형식성과 집중성, 그리고 조직의 규모 등이 있다. 지방
정부의 혁신적 변수에 대한 Bingham(1976)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한편, Bingham과 유사한 맥락에서 Rogers(1995)는 조직의 혁신적 변수를 개인적 특성, 조직내부
<표 1> Bingham(1976)의 혁신적 변수
혁신적 변수
지역사회환경 변수
정부 조직적 환경 변수
정부 조직 자체의 특성 변수

세부 변수
도시의 규모, 사회경제적 변수 및 정치적 이념들
상위정부의 보조여부, 혁신을 도입한 타도시와의 근접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여유자원의 존재
여부, 관련 혁신제품을 팔고자 하는 민간부문의 적극성, 지방정부의 구조개편 여부
의사결정집단의 민선 또는 관선여부, 의사결정구조의 형식성과 집중성, 조직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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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및 조직외부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조직의 장이나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구
성원이 가지는 변화에 대한 대응적 태도를 의미하며, 조직내부적 특성은 집중성, 복잡성, 형식성, 상
호연관성, 여유자원, 조직규모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외부적 특성은 그 조직이 가지는 체제
개방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의 <표 2>는 Rogers(1995)의 혁신적 변수를 보여준다.
<표 2> Rogers(1995)의 혁신적 변수
혁신적 변수의 차원
개인적 특성

혁신적 변수
조직의 장이나 지도자의 변화에 대한 태도

조직내부적 특성

집중성, 복잡성, 형식성, 상호연관성, 여유자원, 조직규모

조직외부적 특성

체제개방성의 정도

그 외에도 Dibben & Bartlett(2001)은 지방정부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혁신 주체로서의 지역주민
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은 지방정부 서비스 이용자로서,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대상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지역주민은 혁신의 가장 궁극적인 수혜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혁신의 주체로서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Dibben & Bartlett(2001)는 이 외에도 지역
사회의 전문가, 이익집단, 언론매체, 시민단체, 기업, 중앙정부, 국회의원 등을 지방정부의 혁신정책
에 관련된 정책행위자로 들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혁신에 있어서 시민사
회 역량을 강조하는 박통희(1996), 김번웅(1999), 김혜정(2006) 등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Roberts(1999)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적인 행위자를 강조하며, 그로 인한 혁신적 아이디어
의 시작, 아이디어의 설계, 아이디어의 실행이 중요한 혁신변수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혁신의 성
공은 혁신의 도입 및 확산을 주도할 혁신기업가, 즉 혁신 과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 나갈 행위자
를 필요로 하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혁신 도입의 성패가 결정되게 된다. 주도적인 기업가로서의 행위
자는 혁신의 주체로서 혁신 아이디어가 시작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 또한 Ruhil et al(1999)은 지방정부의 혁신을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주민참여확대, 책
임행정구현, 대응적인 행정업무수행 등으로 개념화하고, 지방정부 혁신의 주체를 자치단체장, 지방행
정관료, 주민으로 분류하여 지방정부 혁신주체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
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이종수(2004)의 연구도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정책행위자(policy actor)’
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지역시민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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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이자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대표적인 예로 2007년 도입된 지역사
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목적 및 의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
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
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
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
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기
획·사업운영 역량, 자율성·재량권의 확대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향으
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포괄보조 방식을 준용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책임을 중앙정
부가 지되,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매칭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이재원, 2009).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운영 시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혁신사업의
발굴과 사업대상자의 선정을 하게 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의 운영에의 책임을 지고, 사업 수행의 성과에 기반한 사업 지속성 여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의 주체가
된다.
<표 3>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비교
구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원 대상

잔여적(기초 수급자 중심)

보편적(전 지역주민 대상)

선정 기준

자산조사(Mean-Test)

욕구평가(Need Assessment)

지원 방식

공급자에 대한 직접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형성의 지원

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액 중심

정부지원, 본인부담, 추가구매

서비스 시장형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공급

수요자 주도의 서비스 공급

서비스 질 관리

외부적 사전규제

시장 경쟁

사업 방식

중앙 기획/ 지방 집행
하향식(top-down)

지방 기획/ 중앙 지원 및 평가
분권식·상향식(bottom-up)

자료 : 이재원(2008:63)을 기초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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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앙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추진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혁신시키는 작업이 중앙으로 상향되어 추진되고, 그 전
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혁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우처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
스 혁신사업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민간 파트너들과 연계시킴으로서 공공서비스에 경쟁적 요소를 도
입하고, 정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의 요구에 대해 대응적으로 만드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공급방안
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를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자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
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 혁신사
업을 통해 인적자본 형성, 고령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자
립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
어서 경쟁원리를 활용하고, 고용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
공공서비스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유형 및 내용
2007년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사회서
비스 혁신사업 중 표준형 사업은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 단위에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중앙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 사업을 개발
하여 이를 지방정부에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메뉴
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표준형 사업을 선택·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도
<표 4>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유형비교
구분

표준형 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사업개발 주체

보건복지부

혁신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역할

표준형 사업 선택 여부

공공서비스 사업 직접 개발

서비스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사업 성격

서비스 수요가 고르고, 전국 단위의 공급이 용이
하며,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위주

자료 : 류진석(2010: 89)을 기초로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수요가 지자체별로 독특하거나 편차가 크
고, 전국 단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사
업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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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결정에 따르게 된다.
한편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이나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발굴·기획
하고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역량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서비스 제공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다음의 <표 5>는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을 통틀어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주
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2007년 도입 시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아동건강발달 사업 등
2개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되어 아동독서지도 및 비만아동 지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한
편,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도입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에서는 생활환경지원, 아동능력개발, 사회활
동지원의 3개 영역에 걸쳐서 아동, 노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발
굴·시행되었으며 2007년 도입 시 312개 사업이 지방정부에서 도입되었다.

<표 5>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유형

주요서비스
아동인지

표준형

능력향상
아동건강
발달사업
주거환경
건강관리

생활
환경
지원

돌봄환경

가족문화
자
체

아동발달 지원

개
발
형

아동
능력
개발

장애아 지원

건강발달 지원
사회
활동
지원

자녀 돌봄

취학전 아동대상 독서지도 부모상담 도서지급

비만아동대상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지도
가구 방역

놀이터 소독

영양관리 지원

노인건강관리

노인부양가족 여가 지원

경로당 소독
정신건강관리
효사랑 체험서비스

노인공동생활 조성사업

이동세탁서비스

가족여행 지원

가족문화 체험 활동

노후 Well Aging 사업

세대공감 교육사업

아동체험학습

영어학습 지원

과학교실 등

도서/장난감 대여

정신지체아동 주말 캠프

발달장애아 문화학습

장애아 인지능력 향상

장애용품 리폼/대여

장애아 재활심리 치료

놀이치료교실

아동정신건강지킴이

아동건강발달 지원

문제아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정서 지원 서비스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보미

성인 장애 자녀 주간보호

특별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교육 지원

고용복지 통합

근로자 EAP 서비스

자료 : 이재원(2008:61)을 기초로 재구성

조손가정 맞춤지원

한가족 가정 맞춤 지원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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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설계
1. 변수의 선정 및 가설의 설정
1)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변수
본 절에서는 상기 언급한 지방정부 혁신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방안 도입요인, 즉 혁신 도입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지방정부의 혁신 도입변수 설정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Bingham(1976), Rogers(1995), Roberts(1999),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헌민(1998)이 설정한 변수들
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몇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의 결정요인들을 크게 지방정부 내부적 환경 요인과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검토하였다.

(1) 조직 내부적 환경 변수
조직 내부적 환경 변수에는 지방정부의 인적 요인과 조직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정
부 내 정책행위자, 조직 구성원의 혁신 동기 등을 혁신도입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하고
있으며(Osborne & Gaebler, 1992; Peter & Waterman, 1982; Wilson, 1989), 조직 규모나 재정적
여유자원과 관련된 조직 요인도(Mohr, 1969; 이동기, 2000) 역시 혁신의 도입 및 유지에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조직 자체의 특성적 변수로 조직 규
모, 조직의 재정적 수준 및 여유자원, 지자체장의 전문성,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를 선정하였다.
첫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변수로 지방정부의 규모를 파악한다. 조직의 규모는 선
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혁신 변수로 지방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공공서비스의 혁신방안을 도
입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 조직의 규모는 지방정부의 인적·물적
규모를 나타내는 총 공무원 수와 지방정부 예산 규모라는 지표로서 측정하도록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당해 연도 사회경제적 여건의 진단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의 예측을 통
해 총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이러한 재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조직내부 과정을 거쳐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되며 이것은 지방정부의 정
책결정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특히 여유자원의 보유는 공
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유자원 측정 지표로 재정자
주도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요인을 판단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 대신 재정자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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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포함하는 반면,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 외에도 자주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재량적
지출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여유자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 내의 인적 요인이자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 변수를 혁신 도입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Bingham(1976)와 Rogers(1995)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직의 장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서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 도입에 주요 정책행
위자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지방정부 내 혁신의 도입 및 확산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분석 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경우 새로운 개발 분야의 혁신이기보다는 기
존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혁신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재선을 통
한 지방정부 운영경험 또는 기존 지방정부 관료로서의 경험 및 전문성은 지자체의 자체개발형 사업 도
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
당 지자체장이 장 또는 관료로서 지방정부 운영의 경험이 있는지를 이력을 통하여서 계수하였다.
넷째, Bingham(1976), Rogers(1995) 등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체제개방성을 혁신
도입 변수로 선정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비정부 부문에 대해 개방적이고, 변화 및 혁신 도입에 대해 적
극적 태도를 보일수록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방정
부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변수는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집단들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비정부
부문 참여가 가능한 경로의 수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비정부 부문이 참
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옴부즈만제, 신고제 등의 제도적 통로의 수
를 지표로 한다.

(2) 조직 외부적 환경 변수
지방정부를 둘러싼 조직 외부적 환경 변수는 지방정부의 혁신 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Walker(1969)는 혁신적 변수로 여유자원, 조직 규모 등의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도시 규모라는 외
부적 요인을 포함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 이성진(2001), 이종수(2004), 김혜정·이승종(2006)은 외
부 환경 요인으로서 지자체의 인구 규모, 주민 참여 수준 등을 혁신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 외부적 환경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변수로 도시규모와 시민사
회의 발달 및 참여 정도를 포함한다.
첫째, 도시 규모가 클수록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다양화된 수요에 직면하게 되고,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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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방정부일수록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
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요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총 인
구수를 분석지표로 선정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혁신 도입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혁신 도입의 주체로 지역주민 또는 지역시
민사회의 발달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ibben & Bartlett(2001)은 지방정부의 외부에 존재
하는 혁신 도입의 주체로 지역주민을 강조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은 공공서비스 혁신의 궁극적인 수혜
자로서 주요한 동력을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시민사회 발달 정도를 지
역 내 설립된 시민단체의 수와 지자체 선거 시 투표율이라는 분석지표로 측정하도록 한다.
이상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변수는 <표 6>과 같이 조작화하여 처리하였다.
<표 6> 변수의 조작적 정의
차원

혁신 변수
지방정부 규모

조직 내부적 환경 변수

여유자원
지자체장의 전문성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도시 규모

조직 외부적 환경 변수

시민사회의 발달 정도

지표
총 공무원 수
총 예산
재정자주도
지자체장 재선 및 관료로서의 경험
지방정부의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의 수
총 인구수
지역 NGO 수
기초자치단체 선거시 투표율

2) 종속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2007년 시행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 유형 중 지방정부가 직접
자체 개발하고 운영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의 도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의
측정은 각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자체개발형 사업 건수를 범주형 변수로 조작화하여 사용하였
다. 즉,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7년 사업 시행 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자체개
발형 사업을 1건이라도 도입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1)으로 처리한 반면에 도입 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미도입(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가설의 설정
앞에서 논의한 다양한 이론과 변수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대한 다음의 가설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설들은 조직 내·외부적 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7>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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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요인의 가설
차원

가설
지방정부 규모
여유자원

조직 내부적
환경 변수

지자체장의 전문성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조직 외부적
환경 변수

도시규모
시민사회의 발달정도

H1. 지방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혁신적 공공서비스의 도입가능성이 높다.
H2. 지방정부의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혁신적 공공서비스의 도입가능성이 높다.
H3.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혁신적 공공서비스의 도입가능성이 높다.
H4. 지방정부의 변화수용적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혁신적 공공서비스의 도입가능성
이 높다.
H5.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적 공공서비스의 도입가능성이 높다.
H6. 지역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될수록 혁신적 공공서비스의 도입가능성이 높다.

조직 내부적 환경과 관련된 변수 중 조직규모는 그 규모가 클수록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도입 가능
성이 높다고 본다. 즉, 지방정부 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혁신방안을 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의 변
화수용적 태도는 지방정부기관이 비정부 부문과 어느 정도 연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가에 관한
것으로 적극적인 변화수용적 태도를 보일수록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본
다. 또한 조직 내에 여유자원, 특히 재정적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공공서비스에서의 혁신 도입이 이루
어진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의 전문성은 지방정부 운영 및 관료로서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혁신을 쉽게 도입할 수 있으리라 설정한다. 이
는 분석대상인 공공서비스 공급 프로그램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새로운 개발 분야의 혁신이기
보다는 기존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혁신사업이기 때문이다.
조직 외부적 환경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에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의 가
능성이 높으며, 지방정부를 둘러싼 시민사회가 발달할수록 혁신 방안이 더 잘 도입될 것이라고 본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무와 그 차별성을 규명하기
위해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안을 개발하여서 자체개발형 사업을 시행하게 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도입하지 않은 지방정부 중 총 78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를
수집하였다. 대상인 78개의 지방정부 중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한 지방정부는 총
33개, 미도입한 지방정부는 총 35개이다. 본 연구가 분석기간을 시행년인 2007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새로운 혁신적 공공서비스 사업의 도입 시기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도입 및 미도입의 요인을 보다 분명
하게 분석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로 조작화하여 사용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도입 여부 측정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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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2007)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현황에 대한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지표인 지방정부의 총 공무원 수, 예산, 총 인구, 재정자주도 등은 통계청의「지
역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백서」
및 각 지방정부의「통계연보」
, 재정고의「지방재정통계」
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NGO의 수는「한국민간단체총람」
을 활용하였다. 지방정부가 마련
하고 있는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의 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옴부즈만제, 신고제 등
지방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공식적 제도의 수를 계수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지자체 선거투표율 및 지자
체장 전문성 변수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지방선거「당선인 현황」
을 근거로 수정·보완
하여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분포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채택된 독립변수 간의 관
계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earson의 단순
상관분석(simple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내부적 환경요인, 외부
적 환경요인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로짓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의 목적이 지방정부의 어떠한 요
인 차이가 혁신적 공공서비스 도입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에 있으므로 양적인 종속변수를
통한 선형회귀분석보다는 종속변수가 이변량(0, 1)을 가지는 비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실증분석
1.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분석모형에 사용된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8>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대상으로 한 총 78개의 지방정부의 평균 공무원 수는 931.2명이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을 도입한 지방정부들의 평균 공무원 수가 941.4명으로 918.7명인 미도입 지방정부들의 평균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총예산 지표의 경우 미도입한 정부들의 평균 예산액(44028.2만원)이
도입 정부들의 평균액(397185.6만원)보다 높았다. 여유자원 변수를 측정한 재정자주도의 경우는 도입
정부들의 평균이 74.3%로 71.5%의 평균 재정자주도를 보인 미도입 정부들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및 관료 경험은 도입 여부를 불문하고 거의 동일한 평균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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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조직
외부적
환경
변수

전체 평균

도입한 정부 평균

미도입한 정부 평균

총 공무원 수

명

931.2

941.4

918.7

지방정부 예산

만원

416409.9

397185.6

44028.2

여유 자원

재정자주도

%

73.1

74.3

71.5

지자체장
전문성

자치단체장의 재선 및
관료 경험

수

2.3

2.2

2.3

변화수용
태도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 수

개

8.3

9.0

7.5

도시규모

총 인구수

명

262312.3

266965.7

256595.3

지역 NGO수

개

27.7

26.1

29.0

기초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

54.8

54.6

55.1

조직 규모
조직
내부적
환경
변수

단위

시민사회
발달정도

였다. 총 인구수와 기초자치단체 선거 투표율의 평균 역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에 반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도입한 정부와 미도입한 정부 간의 평균 차이를 보이는 변
수는 각 지방정부 내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 수와 지역 NGO 수였는데,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
수의 경우 혁신사업 도입 지방정부가 평균 9.0개로 7.5개인 미도입 지방정부의 평균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각 지역 NGO수의 평균은 미도입 지방정부가 29.0개로 26.1개인 도입 지방정부의
평균치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2. 로짓분석 결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도입 유무를 종속변수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수행한 로짓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우선 조직규모, 즉 지방정부 조직규모 변수에 있어서는 총 공무원의 수나 예산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을 도입하는 정부기관의 조직규모는 혁신
도입의 가능성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작은 지방정부에서도 혁신적 공공서비스의
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자립도 역시 혁신적 공공서비스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여유자원 보유여부가 혁신 방안 도입과 正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과 상반되며 조직의 여유자원이 풍부해야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을 깨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도자의 전문성, 지방정부 운영 경험 역시 혁신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술통계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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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로짓분석 결과
혁신 변수

지방정부 규모

지표

계수
(B)

표준오차
(S.E.)

Wald

유의확률

Exp
(B)

총 공무원수

-.001

.001

.183

.669

.999

총 예산

.000

.000

1.071

.301

1.000

여유자원

재정자주도

-.037

.040

.873

.350

.964

지자체장의 전문성

지자체장 및 관료 경험

-.109

.377

.084

.772

.897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의 수

.321

.297

4.65

.041

1.020

도시규모

총인구수

.000

.000

.264

.607

1.000

지역 NGO 수

.006

.011

.351

.554

1.006

기초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036

.037

.972

.324

.964

14.848

4.777

9.663

.002

2809265.1

지역시민사회
발달정도
Constant

도입한 정부나 미도입한 정부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기본적으로 관료 및 시의원, 단체장
등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기존 경험을 기반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직 외부적 환경 차원의 변수들에 있어서 총 인구수로 대표되는 도시 규모 변수는 종속변수와의 관
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작은 규모
의 도시에서도 공공서비스의 혁신방안 도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NGO 수와 지자체 선거 투표율로
측정한 지역시민사회 발달 변수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조직의 내외적 환경 변수를 막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변수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의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의 수, 즉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변수만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개방적으로 조직 외부에 대한 변화수용적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혁신적 방안의 도입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지방정부가 개
방적으로 변화지향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성공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변수의 오즈의 비(Odds ratio)도 Exp(B)=1.210으로 나타나서
상기 독립변수 값이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 가능성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따라 가설 중 [가설4]가 채택되었으며, 전체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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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방정부의 혁신적 공공서비스 도입요인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설

혁신 변수

가설 1

지방정부 규모

가설 2

여유자원

가설 3

지자체장의 전문성

가설 4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가설 5

도시규모

가설 6

시민사회의 발달 정도

지표

채택여부

총 공무원수

기각

총 예산

기각

재정자주도

기각

지방정부 운영 및 관료로서의 경험

기각

지방정부의 비정부부문 참여가능 경로의 수

채택

총 인구수

기각

지역 NGO 수

기각

기초자치단체 선거시 투표율

기각

3. 정책적 시사점
분석 결과, 연구에서 세운 가설 중 조직의 변화수용적 태도 변수만이 유의미하고 나머지 변수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특히 조직 외부적 환경 요인 중 시민
사회의 발달 변수(NGO 수, 지자체선거 투표율)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 그러하다. 이는 규
범적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과 참여
가 강조되지만, 실제 혁신과정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추진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이들의 역할이 주도
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반면에 지방정부의 변화수용적 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상황에 대해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며,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 도입의 경우 주도적 동력으로 빈번히 지적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을 포함한 지방정부가 보이는 변화, 혁신에의 의지이며, 본 연구의 결과 이러한 경향은 지방정부의 공
공서비스 도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78개의 지방정부 관련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유의한 변수로서 지방정부의 변화수용적 태도 변수
를 도출하였다. 이는 한국 지방정부에서의 혁신동력으로 주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지방정부 조직 내의
혁신 의지, 변화의 수용성향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과 책임이 부여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이 지방정부의 변화 및 혁신에 대한 의지에 좌우됨을 시사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 및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내 주요정책결정자에 대한 혁신적 리더십 훈련,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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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관련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할 것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도입 및 운영은 일상적 정
책과정에 비해 본질적 특성상 시민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수요자이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점차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이러한 혁
신 도입이 점차 정부의 독점적 행정활동이 아닌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인 주민, 시민단체, 기타 비
정부조직체 등의 상호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각 행위자간 연계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역시민사회의 경우, 현재는 혁
신 도입을 위한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혁신지향성 및 혁신유지의 기반이 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속적인 변화수용적 태도와 개방성 확대를 통해 공공서
비스 혁신방안 도입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도입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혁신 도입의 동력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이론적 배
경을 바탕으로 혁신 도입 변수들을 분석하고, 로짓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
입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도입 시에 지방정부 내부적 요인, 특히 지방
정부의 변화수용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
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규범적 차원에
서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 도입 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지만, 실제 도
입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변화 및 혁신에 대한 의지가 혁신 도입을 주도하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혁신방안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어떤 이유로 혁신방안을 도입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서 잘 알더라도 어떤 지방정부가 혁신방안을 성공적으로 도입,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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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면 혁신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어떤 특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혁신방안을 도입
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입에 대한 변수의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언급되어 있는 일반적인 조직 혁신 변수들을 기반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조직 내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간략화된 변수 및 지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더 세분화되고 정교한 변수 적
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혁신방안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체장의 변화지향
적 마인드와 혁신적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 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의 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는 단체장의 혁신지향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신 및 배경 관련 지표도 추
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지방정부의 변화수용적 태도
변수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등의 적합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지방정부 혁신 도입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 시민사회 역량에 대한 발전된 변수 설정이 필요
하다. 실제로 여러 가지 참여제도와 방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이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개연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
에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관련한 보다 발전된 변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시행년인 2007년을 대상으로 도입 당해 연도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상 유의미한 변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시행 자료를 대상으로 확대, 분석할 경우 유의미한 변수가 더 도출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혁신을 촉발시키는 도입 변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했으므로 혁신도입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연
구를 통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각 사례별로 이론적 규명과 분석틀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 혁
신방안 도입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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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동북아 안보에 미친 한국전쟁의 영향
: 냉전의 평화와 갈등의 비대칭 구도 정립

이 수 형*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으로 시작된 냉전의 공식화는 지역적 안보 특성을 희석시켜 나가면서 체제 차원에 걸
쳐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적실성을 부각시켜 나갔다. 따라서 적어도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점으로 냉
전의 부분집합으로서 데탕트의 맹아적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양 지역의 안보상황 및 성격을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
었다.
그러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서서히 등장하여 1972년 5월 미국과 소련의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
후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데탕트의 기운은 유럽과 동북아 안보상황 및 그 성격의 차이점을 서서히 부각시켜
나갔고, 결과적으로 1989년 베를린 장벽, 1990년 10월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 소연방의 해체 등으로 상징되는
냉전 종식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구조 및 안보성격의 상이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구조가 국제안보 패러다임 및 로크적(Lockean) 무정부 상태를 보여 왔다면, 동북아 안보 구조 및 그 성격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안보 패러다임과 홉스적(Hobbesian) 무정부 상태의 적실성을
담보해 내고 있다.
초창기 동일한 안보성격을 갖고 출발한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왜 데탕트와 냉전 종식을 계기로 뚜렷하게
상호 대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냉전 초기 체제 수준의 영향력이 유럽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비슷한 영향
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제 종식의 결과는 양 지역의 안보 성격을 판이하게 바꿔놓았는가? 물론, 냉전 종식
이후 양 지역의 이러한 안보성격의 차이는 분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여러 각도에서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냉전 종식 이후 판이하게 대비되는 유럽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차이는 역설적으로 냉전 초
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쟁이 유럽과 동북아 안보구조와 그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체제 차원에서 형성·가시화되는 초창기 냉전의 공고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
국전쟁은 유럽과 동북아 안보지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보다는 한국전쟁이 양 지역의 안보 지형의
형성·발전에 하나의 구조적 분기점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즉, 한국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상호
대칭적인 다자동맹의 탄생으로 역설적으로 냉전의 평화가 구조화 될 수 있는 안보지형이 형성되었다면, 동북아에
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립과 쌍무적 동맹구조의 정립으로 냉전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안보지형이 형성되었
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_ 한국전쟁, 냉전의 평화와 갈등, 국가안보·국제안보 패러다임, 쌍무·다자 동맹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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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conclusively the differences between European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after the Cold War. To explain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takes the Korean War
as a decisive and independent variable. Therefore, this article analyses the relevant historical and
political events and actors behaviors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Korean War on European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As a point of departure, this article describes European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s
including Korean peninsula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n this article describes two
regional changing security postures in and after the Korean War. So,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Korean
War has formed the structural watershed of two regional security order. The European security has
evolved toward the peaceful structure of the Cold War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s
as like NATO and WTO after the war. In contrast,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has sustained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Cold War on the basis of bilateral alliances and has not constructed and
developed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s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and now.

Key words _ the korean war, the peace and conflict of the cold war, national security·inter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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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으로 시작된 냉전의 공식화는 지역적 안보 특성을 희석시켜 나가면서 체
제 차원에 걸쳐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적실성을 부각시켜 나갔다. 따라서 적어도 1962년 10월 쿠바 미
사일 위기를 기점으로 냉전의 부분집합으로서 데탕트의 맹아적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 유럽과 동북
아의 안보 상황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양 지역
의 안보상황 및 성격을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서서히 등장하여 1972년 5월 미국과 소련의 모스크바 정
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데탕트의 기운은 유럽과 동북아 안보상황 및 그 성격의 차이
점을 서서히 부각시켜 나갔고, 결과적으로 1989년 베를린 장벽, 1990년 10월 독일 통일, 그리고 1991
년 소연방의 해체 등으로 상징되는 냉전 종식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구조 및 안보성격의 상이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구조가 국제안보 패러다임 및 로크적(Lockean)
무정부 상태를 보여 왔다면, 동북아 안보 구조 및 그 성격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국가안보 패러다임과 홉스적(Hobbesian) 무정부 상태의 적실성을 담보해 내고 있다.
초창기 동일한 안보성격을 갖고 출발한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왜 데탕트와 냉전 종식을 계기
로 뚜렷하게 상호 대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냉전 초기 체제 수준의 영향력이 유럽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비슷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제 종식의 결과는 양 지역의 안보 성격을 판이하
게 바꿔놓았는가? 물론, 냉전 종식 이후 양 지역의 이러한 안보성격의 차이는 분석 수준에 따라 다양
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여러 각도에서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냉전 종식 이후 판이하게 대비되는 유럽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차이는 역설적
으로 냉전 초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쟁1)이 유럽과 동북아 안보구조와 그 성격을 형
성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체제 차원에서 형성·가시화되는 초
창기 냉전의 공고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은 유럽과 동북아 안보지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사실보다는 한국전쟁이 양 지역의 안보 지형의 형성·발전에 하나의 구조적 분기점을 제공했
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즉, 한국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과 상호 대칭적인
다자동맹의 탄생으로 역설적으로 냉전의 평화(the Cold War Peace)가 구조화 될 수 있는 안보지형이
형성되었다면, 동북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립과 불안정한 쌍무적 동맹구조의 정립으로 냉전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한국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학준, 1989 ; 김철범, 1995 ; 박명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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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the Cold War Conflict)이 지속될 수 있는 안보지형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전쟁이 유럽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1945~1955 시기의 유럽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주 초
점을 두고자 한다. 필자의 문제의식 및 강조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글의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제2절에서는 한국전쟁 이전의 유럽과 동북아 안보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냉전
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전후 독일 처리문제와 한반도 분단 및 중국의 공산화 문제를 살펴본다. 제3절
에서는 한국전쟁이 유럽의 안보질서에 미친 영향으로‘동·서독의 분단이 아닌 유럽의 분단’
이라는
측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의 군사제
도화와 확대 및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이하 WTO)의 탄생을 조명
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전체제의 함의와 쌍무적 동맹구조의 형성 및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유럽과 동북아에는 냉전의 평화와 냉전의 갈등이라는 비대칭적 안보지
형이 정착되었으며 이것이 데탕트 및 냉전 종식 이후 나타나는 양 지역의 안보구조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Ⅱ. 한국전쟁 이전의 유럽과 동북아 안보상황
1. 독일문제와 냉전의 가시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제3제국은 1945년 5월 전시 연합국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에
게 독일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히틀러가 공언한 제국의 천년 운명은
독일의 패전과 더불어 포연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유럽 핵심지에 해당하는 독일 제국의 붕괴는 힘의
공백을 초래했으며, 이는 전후 처리과정에서 독일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로 발전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전시연합국에서 전후 적대 세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곧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을 의미했으며,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독일이었다. 1945년 7월 후반
과 8월 초반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전시 회담이었던 포츠담 회담에서 전시 연합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에 의해 독일을 4등분으로 분할하여 4대국 통제위원회가 독일을 하나의 단일 경
제로 다루는 데 합의하고 독일에서 자유 민주주의적이고 반파시스트 정당 창설 등을 허용했지만
(Colin Bown and Peter J. Mooney, 1990: 22-28), 4대국 통제위원회는 출범 때부터 독일문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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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놓고 끊임없는 이견과 갈등을 보여 왔다. 비록 4대국 통제위원회가 전체로서 독일에 영향을 미치
는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로 했지만, 이는 4대국 분할 점령지역사령관들이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
했을 때에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독일 처리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4대국이 어떤
문제에 합의했을 때에만 공동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Marc
Trachtenberg, 1999: 45).
이에 따라 독일 점령지역은 점령 주체의 정치·경제체제화 되어 갔고 미국과 소련의 정치·경제·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부각·대립되면서 전시 연합국은 독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
었다. 그 결과 분할 점령된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진영과 소련 진영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틀 전에 열린 모스크바 4대국 외무장관회담은 상호 비난
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어느 진영도 타협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모스크바 회담은 냉
전 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소련과의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Colin Bown and Peter J. Mooney, 1990: 29).
협상을 통해 독일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 소련은 1948년에 들어와 전쟁 대용
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는 1948년 6월 베를린 봉쇄로 나타났다. 비록 소련의 베를린 봉쇄가
표면상으로는 서방 진영이 베를린 점령지역에 구권의 라이히스마르크(Reichsmark) 대신 새로운 독
일마르크(Deutschmark)를 도입한 것과 관련이 있지만, 실은 지난 3년 동안 소련이 추진한 정책을 통
해 얻고자 했던 것으로 독일의 서방 점령지역 전체와 유럽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한 치밀한 공격이
었다. 그러나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결과적으로 실패함과 동시에 역효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후 삭감 추세에 있던 미국의 국방예산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Hannes Adomeit, 1973: 9).
1948년 8월초 베를린 봉쇄가 끝나자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이 역 봉쇄를 취해 서방 점령지역에서 소
련 점령지역으로 향하는 재화를 통제하였고, 독일 문제에서 소련과의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것
을 깨달은 서방진영은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새로운 독일 국가의 창설을 서둘렀다. 1949년 5월 12일
서방진영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을 승인하여 23일 새로운 독일국가를 탄생시켰다. 이에 맞
서 소련은 서독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운데 10월 7일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을 탄
생시켰다. 이로써 1949년까지 독일은 동-서독으로의 분단이 완성되었다.
1945년 포츠담 회담 이후 동-서독 분단이 완성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4대국 점령 국가들은 독일 문
제 처리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48년 2월 소련의 지원을 받은 체
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쿠데타는 서방에게 큰 충격을 가하면서 소련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토록 만들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방 12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
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으로 구성된 NATO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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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유럽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포츠담 회담 이후 동·서독
분단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냉전의 주체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갈등이 보다 격화되어 갔음에도 불구
하고 4대국 통제위원회 국가들은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중유럽에서의 현상유지를 모두가 원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중유럽 현상유지에 있어서 독일의 분단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은
독일 통일에 추호의 관심도 없었으며, 이들은 혹시 미국이 독일 통일을 위해 소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Marc Trachtenberg, 1999: 103). 그렇기 때문에 독일 문제는 단순히 하
나의 패전 국가를 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후 유럽안보질서의 방향 및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
던 것이다.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규모, 그리고 권력은 유럽안보에 결정적 행위자 역할을 가능케 하
기 때문에 독일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독일 맥락에서만 나올 수 없었고 오직 유럽안보의 맥락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독일이 유럽의 부흥과 번영에 필수적이었지만 독일 문제는 유럽의
안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4대국 점령 국가들은 독일 분단을 대가로 전후 유럽
의 현상유지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2. 한반도의 분단과 중국의 공산화
전후 유럽에서의 냉전이 독일 문제 처리를 놓고 진행되었다면, 동북아에서의 냉전은 한반도를 중심
으로 펼쳐졌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을 계기로 한반도 남북의 38선을 경계로2) 자신의 점령지역을
확보한 미국과 소련은 전후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위해 1945년 12월 2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미·영·
소 3개국 외상회의를 개최하여 12월 27일‘모스크바 협정’
을 발표했다.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한반도
문제 처리는 미소 공동위원회와 5년 이내의 신탁통치에 맡겨졌으나, 이미 유럽의 독일 문제 처리과정
에서 나타났듯이, 한반도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대결과 갈등 양상이 증폭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기정사
실화 되어 갔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 역시 독일의 경우와 유사한 경로를 밟으면서 1948년 8월 대한민국(남한)과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각각 남북한지역에 수립되었다. 이로써 한반도 문제는 전후
3년 만에 분단으로 귀결되었다.3) 다만, 독일 분단 과정과 한반도 분단 과정의 차이점은 미소공동위원
회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38선 획정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완범,“미국 사료로 본 미국의 38선 획정 과정,”하영선·김영호·김명섭 공
편(2005, 139-61).
3) 해방이후 한반도 분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정원(1992: 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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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에 의한 한국 문제의 제2차 유엔총회 제기로 인해, 한국은 유엔과 처
음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은 미소 양국의 소관사항이었던 한반도 문제를 유엔이
라는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는 주기적으로 유엔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전후 동북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동북아 정치에 가
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은 중국 대륙의 공산화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
면서도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즉, 이 당시 중국에서는 1925년 이후 공식적으로 실권을 잡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1921년에 중국공산당을 창설한 모택동 간에 20여년 이상 지속된 중국 대륙에
대한 권력투쟁이 내전(1927년~1949년) 양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1937년부터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1945년까지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일전 과정에서 소련의 참전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통일을 일본에 대한 마
지막 군사행동의 조건으로 파악한 미국의 루스벨트는 1942년 초 장개석에게 중국의 국민군을 미군 장
성의 지휘 하에 둘 것을 제안했으나 장개석은 이를 주저하였다(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 1986; 이수형 역, 1997: 68).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중국의 내전 상황을 지
켜보면서 연정 수립 등 중국 문제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실, 중국의 내전과 관련
해서 1945년까지 상황은 장개석에게 유리하였다. 1945년까지 장개석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서 4천 평방마일을 통제하고 1억 명을 지배했으며 47만의 정규군과 2백만의 비정규군을 보유하고 있
었다(Colin Bown and Peter J. Mooney, 1990: 35). 특히, 스탈린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당을 중국 정부로 인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에서의 봉기는 힘들 것 같으며 중국 동지들은 장개
석과의 잠정협정을 추구하고 장개석 정부에 합류하여 군대를 해산하라고 말했었다(Colin Bown and
Peter J. Mooney, 1990: 116).
그러나 1946년 장개석의 만주 공격을 계기로 중국의 내전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장
개석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지원과 개입이었으나 미국의 인식은 사뭇 달
랐다. 1947년 3월 후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애치슨은 현재 중국 정부는 그
리스 정부의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Colin Bown and Peter J.
Mooney, 1990: 34). 이후 미국은 중국 정세에 대한 비관적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1948년 장개석에 대
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이는 곧 모택동에 의한 중국의 공산화를 의미했으며, 결국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전후 유럽과 동북아에서 미-소간의 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중국의 공산화는 당시의 맥락에
서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나타난 중국 공산화의 후유증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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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었다. 당시 중국의 허약한 내부의 정치적 통제 상황을 감안했을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력을 파견했더라면 중국의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차적인 봉쇄정책
의 핵심지가 동북아에서의 중국 공산주의가 아닌 유럽에서의 소련 공산주의였다는 점이 장개석의 운
명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Ⅲ. 유럽안보의 공고화와 냉전의 평화
1. NATO의 군사제도화와 확대
원래 북대서양조약의 목적은 군사적 목적을 통해 유럽의 재건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의 군사적 성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조약에 있어서 가시적인 군사조직을
구축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Mark Smith, 2000: 62).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임
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던 다자주의의 원칙으로부터 NATO 제도화로의 재조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Steve Weber, 1993: 247). NATO 제도화는 군사동맹의 성격과 조직 강화 및 신규 회원
국 가입이라는 NATO 확대로 나타났다.
탄생 당시 NATO는 북대서양이사회(NAC: North Atlantic Council), 방위위원회(DC: Defense
Committee), 그리고 국방재정경제위원회(DFEC: Defense Financial Economic Committee)라는
3가지 주요 조직 간의 다소 느슨한 형태로 기능적 국제기구라기보다는 기획기관으로 간주되었다
(Robert S. Jordan with Michael W. Bloome, 1979: 8). 그렇기 때문에 북대서양이사회는 방위위원
회와 국방재정경제위원회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과 이들 간의 정책조정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탄생 초기 NATO의 구조는 머리가 없는 12개 몸통을 가진 조직에 불과했다(Dean Acheson, 1969:
397). 이러한 측면은 NATO 탄생을 전후한 시점에서 동맹 창설자들이 서유럽에 부과한 소련의 위협
을 일차적으로 군사적이 아닌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John Lewis Gaddis, 1982:
34-35).
그러나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소련의 위협 능력과 의도에 대한 인
식전환을 가져오면서4) NATO의 군사제도화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야기했다. 1949년 8월 북대서양조
약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NATO는 군사전략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일련의 군사적 제도화를 추진
해 나갔다.5) 특히, 195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이사회에서는 한국전쟁의 영향을 받아 전진
방위와 그에 따른 통합군사지휘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를 계기로 NATO의 군사제도화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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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받게 되어 1951년 4월 유럽연합군사령부(ACE) 창설을 필두로 연이은 군사조직이 탄생하게 되었
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1950년 12월 서유럽연합(WEU: Western European Union)의 군사기구
는 NATO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NATO는 통합군사지휘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1952년 2월 리스본
회담에서는 사무총장직과 국제참모진을 창설하였다. 결과적으로 NATO는 리스본 회담을 통해 정치
구조와 군사구조를 갖춘 상설 기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NATO의 전진방위전략의 채택은 필연적으로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서독의 신규 회원국 가입이라
는 NATO 확대를 야기했다. 비록 그리스와 터키가 미국에게 중요했고, 냉전 당시 서방의 한 축으로
발전하였으며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
을 통해 이들의 현상유지를 약속하였지만(Bruce R. Kuniholm, 1985: 215-37), 그리스와 터키는
1949년 북대서양조약의 회원국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각된 전진방
위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그리스와 터키는 남쪽 영역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었
다. NATO의 초대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지중해를 유럽 본토의 남방
지역으로 해자와 본토로 이르는 통로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았다(Hugh Faringdon, 1986:
151-95).
이와 관련하여 터키의 지리적 위치는 두 가지 전략적 이점을 갖게 되었다. 첫째, 터키는 소련이 동지
중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로인 터키 해협에 가로질러 있다는 점이다. 둘째, 터키는 소련과 수
에즈 지역에 가로 질러 있어 유럽으로의 원유 공급에 중요하였고, 또한 NATO 전략에 그 중요성을 부
가시켰다. 그러므로 터키는 공군력의 효율적 적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
었다(Melvyn P. Leffler, 1992). 한편, 미국의 전략적 관점과는 별도로 터키의 NATO 가입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서방 세계와는 다른 정치적 이질성과 종교·문화적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터키 정부는 서방의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
에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4,500명의 군사력 파병 결정을 통해 NATO 가입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
다(Mark Smith, 2000: 68). 이런 측면에서 터키 정부의 한국전 파병은 자국의 정체성에 대한 서방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NATO 가입을 위해 계산된 치밀한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전진방위전략에 따른 NATO 확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독일의 재무장과 관련된 것
이었다. 서방이 점령한 독일 지역에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의 탄생(준 주권국가로서)과 전진방위전략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미국 내에서는 6월과 7월 초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전쟁에 대해 소련이 유럽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병력을 주변에 묶어
두기 위한 속임수라는 견해도 지지하게 고려되었었다. John Lewis Gaddis(1982, 110). 또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참전 결정은 한국
자체에 관한 감정이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체제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서 취해졌던 것이다. 즉, 한국전쟁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참전 여부를 바라보면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참전하지 않
는다면 유럽은 중립으로 나갈 것이라는 미국의 두려움이 존재했었다. J.P.D. Dunbabin(1994, 109)
5) 한국전쟁을 전후로 NATO 군사전략개념의 발전과 통합군사구조로의 재편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regory W. Pedlow(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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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이 재무장하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이자 서독의 NATO 가입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서독의 재무장은 우선적으로 신생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신뢰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했고,
나아가 서독의 민족주의와 새롭게 구축될 군사력은 서독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럽안보 차원에서
서방 유럽 국가들의 관리체제하에 놓여 있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10월 24일 프랑스 총리 플레벤은 유럽 군대와 유럽 국방장관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소위 플레벤 구상으로 알려진 이 제안은 유럽방위공동체(EDC)를 건설하여 서독의 재무장
을 추진하고 이를 초국가적인 통제를 받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현실적으로 큰 인기가
없었으며 1950년 후반과 1951년 초반 대다수의 견해는 플레벤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었다. 따라
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플레벤 구상은 서독의 재무장 문제에 대한 시간 벌기용 계획으로 이 구상의 기
본 목표는 재무장에 따른 소련의 도발 가능성을 피하면서 효율적인 유럽방위체제 구축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었다(Marc Trachtenberg, 1999: 110-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방위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플레벤 구상이 프랑스 의회에서 거부된 1954
년 8월 29일까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사이에서 계속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영국, 프랑
스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미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과도하게 유럽에 연루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미국의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영국 또한 플레벤 구상을 선호하
지 않으면서도 이 구상을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미국의 유럽 개입에 대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
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NATO 내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견제할 필요성에서 플레벤
구상을 생각했던 것이다(Marc Trachtenberg, 1999: 116-119).
1954년 8월 프랑스 의회에서 유럽방위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했던 플레벤 구상이 좌초되자 현실적으
로 남아 있는 대안은 재무장된 서독의 NATO 가입뿐이었다. 이에 따라 비록 서독의 주권과 행동 자
유, 그리고 군사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는 일련의 중첩적인 협정을 통해 재무장되면서 NATO
회원국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1954년 10월 20일~22일 서방 9개국은 서독에 대한 점령
통치를 종식시키는 의정서를 채택하고 23일 파리협정을 통해 서독의 NATO 가입과 이탈리아와 서독
의 서유럽연합 가입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서독은 1955년 5월 5일 NATO의 15번째 회원
국이 되었다.
1954년 10월 23일체 체결된 파리협정을 통해 사실상 서독의 NATO 가입이 확정되었지만 당시 서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독의 주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방 국가들은 서독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을 경우 서독에 개입할 권
리를 보유하였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서독의 국제 행동과 관련해서도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나
현재의 국경을 변경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서방과의 관계를 끊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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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통일의 조건을 제시하는 소련의 제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면서 서독의 모든 문
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Marc Trachtenberg, 1999: 125-140). 이런 점에서
NATO는 서독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독을 통제 내지 봉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2. WTO의 탄생과 유럽의 분단
한국전쟁을 계기로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기존의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적 인식으로 전환됨
에 따라 NATO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군사적 응집력이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1950년대 초반까지
소련은 냉전에서 패할 수도 있고 재래식 군사균형에서의 전통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Neil Fodor, 1990: 7). 이런 면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서방과 소련의 인식은 역설적으로 정반대였다.
즉, 서방이 한국전쟁을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군사 공격의 가능성 증대로 인식한 반면, 소련은 NATO
의 군사제도화를 목격하면서 한국전쟁을 자신이 우위에 있는 재래식 전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인식했던 것이다.
전후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중·동유럽 지역에서 소련은 1945년에서1955년 5월 WTO 창설 이전에
이미 이 지역의 군사력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대내적 문제들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단지 소련이 중·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유했다는 측
면보다는 소련이 이들 국가들과 329개가 넘는 쌍무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을 통해 정치·군사·경
제·문화 영역 등에 걸친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Robert E. Osgood,
1968: 62).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1954년 10월 파리협정 이전까지는 다자 동맹을 창설할 의지나 능력
도 없었다.
1945년부터 1955년에 이르기까지 WTO가 창설될 수 없었던 이유는 소련과 중·동유럽 국가들이
쌍무적 동맹조약 체결을 통해 독일 제국주의의 재탄생에 대비하여 안보보장을 추구했다는 점 이외에
전후 중·동유럽 국가들의 심대한 사회적 전환으로 군대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이 일차적 과제였다.
그러나 현실적 맥락에서 중·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군부가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
문에 소련은 친정권 군부 인사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결과적으로 1940년대
말까지 중·동유럽 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와 노동당은 군부 지도층을 완전히 제압하였다.6)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서독의 재무장과 NATO 가입을 결정한 1954년 10월
23일 파리협정은 소련으로 하여금 WTO 창설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7) 당시 소련의 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그 과정에서 소련과 중·동유럽 국가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은 첫째, 중·동유럽 국가들의 전쟁 지위문제(승전국 혹은 패전
국), 둘째, 소련에 대한 지배정당과 국민적 감정 등의 입장, 셋째, 이들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점령의 강도(intensity)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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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심사항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유럽안보와 구체적으로 독일의 재무장에 대한 보장책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1954년 1월 25일 베를린 외무장관에서 서독의 유럽방위공동체 가입 반대와 이는 독일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이래 1954년 10월 파리협정 체결 때까지 독일의 군사 부활
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유럽안보체제 수립을 지속적으로 제기·주장하였다.
1954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된 서방 9개국 런던 회담에서 서방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권고 사항에 합의하였다(Neil Fodor, 1990: 13). 런던 회담은 서방의 정치·군사적 진영을 공
고화하는 가운데 세계평화의 이익에서 대서양공동체를 강화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파리협정
은 이러한 런던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었다.

런던회담에서의 주요 합의사항
1. 서독의 점령지위 종식
2. 서독과 이탈리아의 브뤼셀 조약기구인 서유럽연합(WEU: Western European Union) 가입
(단, 서독은 원자·생물·화학무기 제조 금지)
3. 미국·캐나다·영국은 유럽 통일을 지지하고 유럽에서의 군사력 유지(또한 서독의 NATO 가입
추천과 서독의 재무장 지지)
4. 서독은 1) 유엔 헌장 준수 2)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금지 3) 국경 변경 금지
5. 미국·캐나다·영국은 서독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선언 추가
6. 런던회담의 규정들은 각국 정부에서 세부사항을 마련, 최종적으로 북대서양이사회 승인 요청

그러나 서독의 재무장을 자신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련으로서는 파리협
정을 그냥 묵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련은 서독이 핵무기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WTO 창설을 위한 수순을 밟아 갔다. 195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된 모스크바 회담에서
소련은 유럽집단안보체제 수립을 재차 강조하면서 파리협정의 비준은 동유럽 진영의 대항조치를 초래
할 것이라면서 WTO 탄생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였다(Neil Fodor, 1990: 17-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파리협정을 WTO 창설의 결정적 계기로 삼는 이유는‘우정과 협력, 그리고 상호 원조 조약(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인 바르샤바조약 서문에 파리협정의 결과로 유럽의 안보환경이 새롭게 변했으며, 이는 또 다른 전쟁 위협과 평화
를 사랑하는 국가들(바르샤바 회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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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련은 1955년 3월 11일~14일 개최된 바르샤바 회담에서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자위책으로 다
자 동맹을 창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1955년 4월 파리협정이 발효되자 소련은 1955년 5월 14일
자신을 포함하여 알바니아·불가리아·헝가리·동독·폴란드·루마니아·체코로 구성된 WTO를 창
설하였다. 소련의 WTO 창설은 외견상 서독의 재무장과 NATO 가입을 승인한 파리협정에 대한 대응
으로 나온 것이지만 사실상 소련은 중·동유럽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합하고자 한 자신의 바람을 구체
화한 것으로 이는 WTO 창설 이후에도 소련이 기존에 체결한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쌍무 동맹 조약
을 유지하는 동시에 1955년 6월에 발효한 WTO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군사기능보다는 정치기능이 압
도했다는 분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8)
결론적으로, 1955년 5월 WTO 창설과 5월 15일 4대국 점령 국가들의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이 체결
됨에 따라 냉전의 진원지인 유럽은 동-서독의 분단을 뛰어 넘어 소련을 축으로 한 동유럽과 미국을 축
으로 한 서유럽 간에 이루어진 대륙의 분단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진행
된 유럽 대륙의 분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설적으로 냉전의 갈등이 아닌 냉전의 평화를 구성하는
튼튼한 발판으로 작용하였다.

Ⅳ. 동북아의 쌍무적 동맹 구조와 냉전의 갈등
1. 한반도 정전협정의 안보적 의미
한국전쟁이 유럽의 안보가 냉전의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을 제공했다면, 동북아 안보
에는 냉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무
엇보다도 한국전쟁이 전쟁 당사자들 간에 완전한 합의에 의한 종전이 아니라 타협에 의한 휴전으로 중
단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한
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냉전의 갈등 양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우선적
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체결은 38선을 기점으로 한 남북한 분단체제를 구축시켰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이런 측면에서 WTO 창설 이후 중·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협의 본질은 NATO에서 비롯된 것보다도 일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WTO에
서 연유하였다.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무력 사용으로 중·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수준
에서의 위협보다 소련에 의한 진영 내부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Laszlo Valki(199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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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북한 분단체제는 정전협정의 산물로 불안정한 과도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정전협정
의 잠정성과 그에 따른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은 체제 성립 이후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을 주기적이면서
도 지속적으로 발산해내는 살아있는 휴화산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욱이 남북한 분단체제는 때에
따라 적대적 상호의존성을 보이면서 남북한 각자의 국내 영역에서도 냉전의 갈등을 발전·지속시킬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두 분단국가의 출범 시 일시적이고 불안정
했던 분단질서는 정전체제의 등장을 계기로 항상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변전된 것(박명림, 2006:
10)이 아니라 1948년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이 분단체제로 구조화 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협정
에 따른 남북한 분단체제는 남북 모두에게 끊임없는 체제경쟁을 강요하였으며, 이러한 체제경쟁은 단
순히 어느 체제가 우월할 것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
로‘한반도에서의 주권 경쟁’
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유럽에서의 독일 분단이 미-소 냉전의 직접적인 산물이자 대립과 갈등을 동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한반도 분단체제의 성립은 단순히 미-소 냉전의 직접적 산물이 아
니라 동북아의 역사적 흐름의 결과이자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직접 참여한 무력을 통해 이루어졌
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체제는 태생적으로 잠재적이면서 항상 불안한 무력표출의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분단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산하는 냉전의 갈등은 단순히 한반도 영
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지형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에서의
냉전의 갈등이 한반도 분단체제로 역류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반도 분단체제는 동북아 안보체제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
로 보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의 그것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구한말을 정점으로
한 지난 100여 년간의 한반도 역사에서 나타난 국권 찬탈, 해방, 전쟁과 분단, 그리고 긴장과 대립 및
불안정한 평화는 동북아의 구도 및 정세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수형, 2009:
42). 요컨대, 한반도 분단체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북아 대결구도의
일부분인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구조적 연계성을 고려했을 경우, 한국전쟁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
성·발전된 동북아 안보체제는 불행히도 유럽의 그것과는 성격이 판이하였다.

2. 쌍무적 동맹구조로서의 동북아 안보체제
전후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해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했었
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 1>에서 정리된 것처럼 1943년 이후 미국의 전후 안보정책과 관련해 보편
주의자/이상주의자 파벌, 자원/지리적 제약론자, 유럽 제일주의 학파, 지구적 방어론자 파벌,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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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장회의 68 그룹, 핵무기 의존 학파로 상징되는 6개의 파벌이 상호 경쟁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입장들은 상호 경쟁적·보완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전후 미국 안보정책을 위한 거대한 틀을 마
련하게 되었다.
<표 1> 전후 미국 안보정책을 바라보는 주요 입장들
입장

주요 인물

기본 주장들

F. D. Roosevelt
보편주의자/

Henry Wallace

·전후 국제연합의 중요성 강조

이상주의자

Cordell Hull

·효율적인 집단안보장치가 국제관계에서 전통적인 세력균 형을 대체

Edward Stettinius
자원/지리적
제약론자

Joint Chiefs of Staff
National Security
Council

·전세계적 봉쇄정책을 위한 미군사적 자원의 불충분성
·서반구 접근을 위한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상통신라인 (SLOC)의 확보가 중요

지구적

George Kennan

·유럽의 경제적 재건과 독자안보체제구축의 필요성 강조

방어론자

Charles Bohlen

·미국은 유라시아 전체에 걸쳐서 사활적 이익이 존재

Harry Truman
Dean Acheson
유럽제일
주의자

John Hickerson,
Theodore Achilles
Arthur Vandenberg

·미국의 지구적 방위계획에 있어서 유럽 안보가 가장 중요
·식민지 해방의 이상과 세계질서는 서유럽 안보이익을 책 임지기 위해서 전통적인
유럽 중심적 세력균형장치로 보 다 통합되어야 함

George C. Marshall

국가안전
보장회의
(NSC-68)

핵무기
의존론자

Paul Nitze
(1948년 이후)
Dean Acheson
(1949년 이후)

·소련의 핵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핵위협에 기반한 미국의 지구적 봉쇄전략의 가치를
약화시킴
·중요한 재래식 방위전력의 증대 필요성 강조
·모든 지역의 안보는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제3세계의 위기로 인한 확전 통제의 중요성 강조

John Foster Dulles

·핵무기에 대한 의존은 억지력에 드는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파악

Clark M. Clifford

·핵효용이론의 입장 및 핵무기의 신뢰성과 선제공격의 중 요성 강조

James Forrestal

·봉쇄전략에 있어서 공군의 일차적 중요성 강조

자료 : Douglas Stuart and William Tow(1990, 24-46)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

그러나 1940년대 후반 소련의 핵실험과 중국의 공산화를 계기로 전후 외교안보정책과 관련된 미국
의 정책결정자들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68의 입장이 보다 부각되었다. 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68
문서가 한국전쟁 이전에 작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은 국가안전보장회의 68 문서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9) 전후 미국외교정책의 일반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일 사
건중의 하나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은 미국외교정책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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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후 5년 간 미국외교정책을 지배했던 주요 가정 모두를 약화시켰다. 둘째, 전간기(1919-1939)
미국이 행했던 실수를 전후 세계에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대부분 공유
한 성향을 강화시켰다(Robert J. Art, 1989: 137). 이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적어도 1960년대 초반까
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동맹 강화정책과 봉쇄정책의 확대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체화된 미국의 동맹 강화정책과 봉쇄정책의 확대정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에서는 NATO의 군사제도화와 확대정책으로 나타났고, 동북아에서는 일련의 국가들과 쌍무적
동맹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전쟁 와중에 미국은 1951년 일본과 평화와 안보
조약을 체결하여 미일동맹을 창설하였다. 미일동맹은 일본을 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
한 것이었으나 1954년 서독의 NATO 가입과는 달리 일본을 확고한 지역연합으로 통합시키지는 않았
다. 또한 미일동맹은 상호 방위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미국에게 일본 국내와 주변에서 미군 전력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Robert E. Osgood, 1968: 78-79). 나아가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을 창설하고 1954년에는 중국공화국(대만)과 상호방위조
약을 체결하였다.10)
이처럼,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나타난 미국과의 쌍무적 방위조약은 19세기에 일반적이었던
정치적 동맹(the political alliance) 유형을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주둔형 동맹(the stationary
alliance) 유형으로 전환시키면서 쌍무적 동맹구조로서의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갔다.11) 미국을
축으로 형성된 동북아 쌍무 동맹의 특징은 미국의 봉쇄정책의 전초기지 및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정책을 통제하는 성격도 갖고 있었다. 특히, 동맹국 안
보정책에 대한 미국의 통제는 전략적 핵심지가 아닌 동북아에서의 재래식 전쟁이 소련과의 핵전쟁으
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성격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의 쌍
무적 동맹체제는 미-소간의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봉쇄정책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다자 동맹에 근거한 유럽의 대칭적 안보구도는 행위자들의 안보적 자율성이 대칭적
다자동맹 구도 내에서 이루어진 반면, 쌍무적 동맹체제 중심으로 펼쳐진 동북아 안보구도는 상호 연관
성을 갖고 있었지만, 진영과 진영의 안보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진영 내에서 조차 하나로 통
합·제어될 수 있는 동북아 차원의 안보구조로는 발전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쌍무적
동맹체제에 기초한 동북아 안보구조는 유럽과는 달리 체제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일례로, 미국과의 쌍무적 동맹관계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안보적 자율성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제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국가안전보장회의 68과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hn Lewis Gaddis(1982, 89-126)
10) 이 외에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련의 쌍무·다자 동맹을 창설했다. 1951년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 호주·뉴질랜드와
의 삼자동맹, 그리고 1954년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등이다.
11) 미국 중심으로 전개된 주둔형 동맹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2008,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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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다 할지라도, 이들 국가들의 안보적 자율성은 체제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서로간의 관계
에서나 중국이나 북한 등과 같은 다른 동북아 안보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적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북한 역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발전
에 주기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 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미국·일본·한국의 남방세력과
해양세력구조 대 소련·중국·북한의 북방세력과 대륙세력간의 공고한 대칭구도라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중·소 이념분쟁은 이러한 동북아 대칭구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 형성된 미-소-중의 동북아 안보의 삼각관계는
적어도 이념적 맥락에서는 일정 부분 적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전략적 관점에서는 냉전기 동북아 안보
구도를 진영 대 진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동북아 안보구도의 본질이 1955년 이후 안보 지형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냉전
의 평화보다는 냉전의 갈등을 주기적으로 발산·증폭시켰던 근본적 배경이었던 것이다.

Ⅴ. 결 론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듯이, 한국전쟁은 유럽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유럽과 동북아 안보에 미친 영향은 향후 판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지
형은 유럽안보의 핵심지인 독일을 중심으로 NATO와 WTO를 대칭구도로 한 군사적 진영이 형성되어
이는 향후 유럽의 안보 행위자들이 냉전의 평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발판을 구축하였다. 반
면,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일련의 쌍무적 동맹체제가 구축
되어 동북아 안보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제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판이 부재하였다.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상이한 안보이익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을 통제·제어할 수 있는 구조적 판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동북아 안보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미국 동맹체제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정책을 제어할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들의 적
대 세력들은 동북아 차원의 구조적 제어판의 부재로 양자 차원에서의 안보적 상호작용을 지속시켜 나
갈 수 이었다. 이러한 안보적 상호작용은 동북아 국가들의 과거 청산의 미비와 상승작용을 하면서 주
기적·지속적으로‘냉전의 평화보다는 냉전의 갈등’
을 발산해 왔다.
한국전쟁 60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이 동북아 안보에 뿌려놓은 심대한 부정적 유산은 과거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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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도 냉전의 평화를 구축하
여 궁극적으로 과거와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지형의 형성·발전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동북아 판 안보지형의 모색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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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문 에너지효율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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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 분해 방식을 이용하여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에 대
한 각 요인별 효과(생산효과, 산업구조효과, 에너지원단위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여기서 도출된 에너지원단위효
과를 통하여 제조업 업종별로 에너지소비 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효과가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에 가장 많은 기여도(6.1~6.7%)를 보여 제조업의 부가가치 변동
이 에너지소비 증가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 기간 중 제조업 산업구조가 에너지저
소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평균 1.9~2.3%의 소비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고,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도 연평균
0.5~0.7%를 기록함으로써 이들 두 가지 요인이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90
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점차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이행되고, 에너지 효율은 개선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에너지소비와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효과가 제거되었을 경우의 에너지소비를 비교하여 본 결과,
2008년의 실제 에너지소비지수는 1.60인데 비해, 효율개선 효과가 없는 경우는 1.72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13년
간 에너지효율이 6.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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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stimated the effects of three factors on energy consumption increase and evaluate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of manufacturing sector using decomposition method.
Analysis showed energy consumption of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by 34.8 Mtoe(annual
average 3.7%) for 13 years(1995~2008) and the biggest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was due to
GDP growth.
During the same period, However energy consumption of manufacturing showed down by annual
average 1.9~2.3% as industrial structure changed into low consuming type of industry, and also energy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by 0.5~0.7%. This implies that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gradually
from high consuming type of industry into low consuming one after the mid-90 s and energy
efficiency has been also made better.
Meanwhile, energy efficiency of manufacturing sector has been improved by 6.9% for the last 13
years and energy efficiency of a nonmetallic mineral industry has been upgradeed the most by
increasing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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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며, 에너지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공
급의 고비용이라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교토 프로토콜의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에 대한 목표치 달성과
에너지공급의 제한 때문에 에너지정책 가운데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이 최우선 정책으로 부상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1차에서 제3차에 이르는 에너지절약 기본계획과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에너지비전 2030
을 통하여 3대 기본방향과 5대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3대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을 설정하였고, 5
대 비전으로는 ①에너지자립사회 구현, ②에너지저소비사회로 전환, ③탈석유사회로 전환, ④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 ⑤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등이며, 이중 에너지저소비사회로의 전
환을 통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toe/천불)를 0.2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12월에 심의·확정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고유가 극복, 기후변화협약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원
천적으로 에너지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에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
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하였다. 계획기간(’
08~’
12) 동안 세부 정책과제 추진에 18.3조원이 소요될 전망
이며, 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12년에는 34.2백만toe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9.5조원 규모이며, 에너지수입 102.5억불의 절감효과(=무
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ECD/IEA, APEC의 주요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추이를 분석하고,
국가간 에너지효율 비교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잠재량과 온실가스저감 잠재량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계
속되어 왔다. 에너지효율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이러한 대내외적 중요성에 감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
라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과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이용효율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5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Ⅱ. 제조업부문 주요 에너지소비 지표

우리나라의 제조업 에너지소비1)는 3대 에너지다소비 산업(석탄·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차
금속)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8년도 이들 산업에서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제조업 총 소비의 8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탄·석유·화학제품산업의 에너지소비는 ’
80년대 중반 유가하락 이후 급증세
(특히, 원료용 납사)를 나타내어 2008년 현재 제조업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소비처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산업인 1차금속산업의 소비 점유율도 1990년 30%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축소되어 2008년 현재 제조업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
90년 이후 제조업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의 약 87%는 3대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소비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음식·담배,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는 에너지소비 비중이 감소
되고 있는 반면, 조립금속 산업은 전기·전자기기 및 기계산업 등에서의 소비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전체 에너지소비2)는 제조업 주도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힘업어 1990년
이후 지난 18년간 연평균 약 6%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3)
또한 제조업 전체 에너지소비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상당히 다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
8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유가폭락 이후 석탄·석유·화학제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약 1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제조업 부가
가치 성장에 비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더 높음에 따라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부가가
치)4) 역시 3.9%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
98년도 제조업 에너지소비는 이례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이
후 2008년까지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5%까지 크게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제조
업 에너지원단위는 0.366으로 1990년에 비해 약 22% 개선되었는데, 연도별로는 저유가에 접어든
’
90~’
98년 기간에는 에너지효율이 악화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표적인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인 전
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큰 폭 성장으로 현재까지 효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 분류상 기타에너지 소비는 제외
2) 제조업 전체 에너지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여기에는 기타에너지 소비를 포함.
3)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는 1990년부터 얻을 수 있기에 이 이후를 분석 대상으로 함.
4) 에너지원단위는 비에너지(납사, 용제, 아스팔트 등)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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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추이

에너지저소비산업

(단위 : 천toe, %)

1990

1997

2005

2008

8,553

16,071

21,239

16,464

(26.3)

(22.7)

(24.3)

(17.8)

1,383

1,825

1,624

1,577

(4.3)

(2.6)

(1.9)

(1.7)

2,491

2,865

2,619

2,068

(7.7)

(4.0)

(3.0)

(2.2)

1,906

4,466

6,150

7,728

(5.9)

(6.3)

(7.0)

(8.4)

2,773

6,915

10,846

5,091

(8.5)

(9.8)

(12.4)

(5.5)

에너지다소비산업

23,968

54,801

66,341

75,890

(73.7)

(77.3)

(75.7)

(82.2)

석탄·석유·화학

9,953

32,757

42,490

49,231

음식·담배

섬유·의복

조립금속

기타

(30.6)

(46.2)

(48.5)

(53.3)

비금속

4,420

6,818

5,394

5,567

(13.6)

(9.6)

(6.2)

(6.0)

1차금속

9,595

15,226

18,457

21,092

제조업 전체

(29.5)

(21.5)

(21.1)

(22.8)

32,521

70,872

87,580

92,354

(100.0)

(100.0)

(100.0)

(100.0)

주 : 1. 괄호 안은 비중(%)
주 : 2. 기타에너지 소비는 제외

<표 2> 제조업부문 부가가치-에너지원단위 추이
연평균 증가율(%)

1990

1997

1998

2005

2008

에너지소비(천toe)

32,542

71,391

70,452

88,485

93,220

부가가치(십억원)

69,375

116,406

107,926

213,646

254,467

7.7

7.4

7.5

제조업 원단위

0.469

0.613

0.653

0.414

0.366

3.9

-4.6

-1.4

(’
90~’
97)

(’
97~’
08)

(’
90~’
08)

11.9

2.5

6.0

주 : 에너지소비는 기타에너지 소비를 포함한 제조업 전체 에너지소비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는 1998년까지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 1998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바뀌
었다. 그 이유는 1998년까지는 에너지가격의 하향 안정에 따라 산업구조가 석탄·석유·화학제품 산
업 등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으로 악화되고, 업종별 에너지원단위도 상승세를 유지한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효율 보다는 특히 산업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
9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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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의 에너지원단위 악화는 저유가의 영향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개선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우리
나라의 산업이 에너지다소비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8년의
경우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가가치가 이례적으로 큰 폭 감소(전년대비 -7.3%)함에 따라 원단
위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에너지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에너지다소비산
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등 에너지저소비형 조립금속 산업의 성장, 그리고 업종
별 에너지효율 항상 등의 작용으로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는 개선 추세에 있다.
제조업의 업종별 에너지원단위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기준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는 업
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에너지저소비형 산업인 조립금속업의 에너지
원단위는 0.052인데 반해, 석탄·석유·화학제품 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1.222로써 조립금속업의
23.5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1차금속 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1.081, 비금속광물 산업은 0.662를 기록
함으로써 이들 3대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한편,
가구/기타 제조업은 각 에너지원별 통계작성시 분류되지 않는 물량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신뢰할만
한 숫자가 아니며,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한 통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 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변화 추이
1995

1998

2000

(단위 : 천toe, %)

2005

2008

음식·담배

0.196

0.166

0.147

0.144

0.137

섬유·의복

0.271

0.348

0.293

0.240

0.184

목재·나무

0.178

0.202

0.200

0.158

0.189

펄프·인쇄

0.315

0.324

0.301

0.291

0.238

석탄·석유·화학제품

1.131

1.408

1.249

1.156

1.222

비금속광물

1.107

0.981

0.849

0.708

0.662

1차금속

1.176

1.179

1.099

0.948

1.081

비철금속

0.103

0.070

0.068

0.037

0.102

조립금속

0.041

0.098

0.071

0.054

0.052

가구/기타

1.280

1.422

1.480

2.499

0.766

제조업 전체

0.501

0.604

0.480

0.410

0.362

주 : 기타에너지 소비 제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산정시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 간의 업종간 분류 일치 문제로 1995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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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효율 추이 분석
1.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의 개선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화폐단위로 측정된 경제행
위로 나눈 비율인 에너지원단위 지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행위 한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가 소비자의 자발적 절약 행위의 총합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에너지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예를 들어,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의하여 나타났는지, 에너지소비 감소의 그 밑바
탕에 있는 요인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바로 에
너지효율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원단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분해하는 요인분해(Decomposition) 방법론이 이용되고 있다(Reitler, 1987). 특히 지
수요인분해분석(IDA: Index Decomposition Analysis)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효과
(production effect), 구조효과(structural effect) 및 원단위효과(intensity effect)를 측정하고 분석
하는데 유리하여 에너지부문 연구에 특히 많이 사용되어 왔고, 이러한 이유로 지수요인분해분석을 에
너지 요인분해분석(energy decomposition)이라고도 한다(Hoekstra, 2003). 최근에는 국제기구나
국가 기관에서 국가 또는 부문별 에너지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요인분해분석을 권장하고
있다(김화영, 2008).
요인분해는 에너지효율이 에너지 소비에 직접 연계되며, 에너지 소비는 크게 생산효과, 산업구조효
과, 에너지원단위 효과 이상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걸정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Ang, 1994). 이
렇게 요인분해 하였을 때 나타난 에너지원단위 효과가 에너지 기술진보를 대표하는 유사변수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정책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 요인분해 항등식은 다음과 같다.

( Et = t기의 총 에너지소비, Ei,t = t기의 i 산업의 에너지소비,

Yt = t기의 총 생산, Yi,t = t기의 i 산업 생산,
Si,t = Yi,t / Yt = t기의 총생산대비 i 산업 생산비중,
Ii,t = Ei,t Yi,t / = t기의 i 산업의 총생산대비 에너지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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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총 에너지 소비 변화에 대한 효과 측정 Y시 의 변화에 의한 부분이 생산효과, S의 변
화에 의한 부분이 산업구조효과, 그리고 I의 변화에 의한 부분이 에너지원단위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를 기초로 한 에너지 요인분해분석법에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크게는 라스파이레스 계열과 디
비지아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Ang, 2004). 라스파이레스 계열에는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와 파쉐 지수(Paasche Index)가 있는데 각각 기준년도 및 비교년도에 변수 가중치를 두어 그
요인의 변화가 전체 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율로 표시한 방법론이다. 이때 라스파이레스 지수
는 지수의 상대값이 기준년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로 다
른 결정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s)의 증가로 잔차항의 크기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
고, 파쉐 지수 역시 잔차항이 존재하며 지수화 작업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시간(t)에 따라
가중치가 바뀌게 되어 라스파이레스 방식보다 더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이성근, 2006).
한편, 디비지아 요인분해 방법론은 라스파이레스나 파쉐 방식이 어느 한 연도의 수치를 가중치로 사
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을 방지하고자 양 기간의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수들을 단순 평균
에 고정시킨 것이 단순 로그 디비지아 방식(Simple Log Mean Divisia Index)이고, 비교년도 값과
기준년도 값의 로그 비에 로그 평균 가중치를 곱한 것이 로그 디비지아 방식(Log Mean Divisia
Index)이다.
요인분해 방법론들 간에는 특별한 우위가 없으며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특정 방법론에 대한 선호 없이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김화영, 2008). 캐나다의 경우
2004년까지는 라스파이레스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나 최근 로그 디비지아 방식으로 변경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정하였고(OEE, 2006), 미국 역시 2004년에 로그 디비지아 방식을 채택하여 요인분해
를 하고 있다(DOE 웹사이트). 국내 선행연구로는 2006년에 비에너지유(납사, 용제 등)를 제외한 에너
지 소비자료를 이용하여 역시 로그 디비지아 방식을 이용하여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이성근, 2006).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변화에 대한 요인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로그 디비지아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등식은 다음과 같다.
총 에너지소비 변화(ET-E0) =
여기서,

로써 EiT와 Ei0의 로그평균 가중치이다. 로그 디비지아 방식은 이처럼 로

그평균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나 파쉐 방식에서 발생하는 잔차항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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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해 결과
본 연구는 1995~2008년 기간 중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변화에 대한 요인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로그 디비지아 방식을 이용하였다.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산활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원단위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세 가지 요인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소비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는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 소비와 부가가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업종별 분류체계를 맞추
기 위하여 총 10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에너지 소비6)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하였다. 요인분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기준연도(1995년)와
비교연도(2008년) 두 시점만을 대상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해당 기간 중 요인별 효과를 매
년 분석하여 그 추세와 함께 누적효과를 살펴보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단순 요인분해 결과
먼저, 지난 13년간의 에너지소비 변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95년과 2008년 두 해의 자료만을 활
용하여 요인분해를 수행하였다. 2008년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92.4백만 TOE로‘95년의 57.6
백만 TOE에 비해 34.8백만 TOE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연평균 3.7%의 증가세를 보였다.
동 기간의 에너지소비 증가량 34.8백만 TOE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생산수준 성장에 의해 발생한
소비 증가량(57.7백만 TOE)을 산업구조 변화와 원단위 개선효과로 각각 17.9백만 TOE와 5.1백만
TOE 상쇄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 변화를 100%로 볼 때, 요인별 구조는 생산변화에 의한 효과로 166%의 상승
효과를, 산업구조 효과와 에너지원단위 효과가 각각 51%, 15%의 감소 효과를 기록하였다. 한편, 동
기간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 3.7%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7)는 생산효과가 6.1%, 산업구조 효과가
-1.9%, 에너지원단위 효과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요인별 효과가 에너지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생산변화의 효과는 에너지소
비 변화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와 원단위 변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 기간 중 제조업 산업 활동으로 초래된 에너지소비 증가효과를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원단위 변화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작용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본 요인분해에서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은 비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소비 기준임.
7)「기여도」
는 물가나 경제성장률에 대해 특정 항목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컨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비 2%
상승하고 이 가운데 쌀 가격의 상승만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0.5% 오르면 쌀 가격의 기여도는 0.5%가 됨. 상기 경우는 ①대상 기간의
에너지소비 변화를 100%로 할 때 각 요인에 의한 효과에 ②동 기간 동안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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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에너지소비 단순 요인분해 : ’
95~2008년
구분

물량(천TOE)

비중

요인별 기여도

구조 효과

-17,870

-51%

-1.9%

원단위 효과

-5,066

-15%

-0.5%

생산 효과

57,692

166%

6.1%

총 변화

34,756

100%

3.7%

주 : 표기상의 편의를 위해 산업구조 효과는 구조효과로, 에너지원단위 효과는 원단위효과로 표기

산업구조 변화요인, 원단위 변화요인, 생산 변화요인 등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생산요인에 의한 에너
지소비 변화효과가 동 기간 에너지소비 증가량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산업구조효과와 원단위효과는 동기간 중 에너지소비 증가(100%)에 비해 (-51)%, (15)%로 각각 나타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동 기간 제조업부문의 산업
구조는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에너지효율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부문 구조변화는 특히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업종들(1995년 기준 0.5TOE/
백만원 이상, 예: 석탄·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33.9%에서
2008년 26.7%로 감소한 반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인 전기·전자제품, 일반기계, 운송장비 등 조립금
속업의 비중은 동 기간 38.0%에서 58.6%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에너지소비 감소효과를 유도하였다.
요약하면,‘95~2008년 사이 제조업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3.7% 증가하였으며, 요인별로는 생산효
과가 6.1%의 기여도를 보여 제조업의 부가가치 변동이 에너지소비 증가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
였으나, 동기간 중 산업구조는 에너지저소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평균 1.9%의 소비 감소 효과를
보여 주었고,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효과는 연평균 0.5%의 소비 감소효과를 유도하는 등 이들 두 가
지 요인이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
95-2008년 요인별 소비변화 효과 (백만TOE)

제조업부문 에너지효율 추이 분석 | 259

<표 3>에서 보듯이, ’
95~2008년 기간 중 부가가치 대비 에너지소비원단위(TOE/백만원)는 0.50에
서 0.36으로 연평균 2.5%씩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원단위 개선효과(0.14)가 바로 기술
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원단위가 감소하는 경우 통상 에너지소비 효
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인 에너지효율은 산업구조 효과를 상쇄시키고 난 후의
원단위효과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요인분해를 통해 산업구조 및 생산효과를 제거한 후의
에너지원단위 효과야 말로 진정한 에너지효율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
95~2008년 기간 중 에너지원단위 효과로 발생한 에너지소비 감소량은 5.1백만TOE이며, 이에 대
한 업종별 감소효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금속 및 1차금속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
면, 석탄·석유·화학제품과 조립금속업에서는 에너지효율이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석탄·석유·화
학제품의 경우 원료용 납사소비량이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립금속업은 워낙 많은 업종들이 포함되
어 있기에 에너지효율 악화에 많은 의미는 둘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림 2> ’
95-2008년 업종별 원단위 효과 (천TOE)

2) 연도별 요인분해 결과
13년 간의 변화를 2개년도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분해를 하면 중간년도의 중요한 상황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중간년도의 중요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요인분해 결
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매년 전년대비 요인분해(Yearly decomposition)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요인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
95~2008년의 기간 중 자료에 대해
총 13번의 요인분해를 수행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소비 변화에 미치는 요인별 효과를 해당 연도별로 누적하였을 때, 생산효과에 의한 에너지소
비증가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요인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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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효과에 의한 소비증가는 외환위기를 맞이한 1998년에만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에너지효율 및 구조효과는 생산효과에 의한 에너지소비를 전반적으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
행하여 왔다.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과는 1999년부터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2001년에 전년대비 상승효과가 잠시 나타났으나, 누적효과로는 에너지소비를 저감시켜 왔다. 이는
’
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점차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진행되었고, 2000년대 들
어 전자, 기계 등 조립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가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
원단위 향상에 의한 에너지소비 감소 효과는 1999년부터 나타났으며, 2003년과 최근 2008년에는
오히려 소비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누적효과로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표 5> 에너지소비와 요인별 누적효과(95=1.0)
년도

구조효과

원단위효과

생산효과

에너지소비

’
95

1.00

1.00

1.00

1.00

’
96

0.99

1.03

1.06

1.08

’
97

1.00

1.10

1.12

1.23

’
98

1.06

1.16

0.99

1.21

’
99

0.99

1.06

1.22

1.27

2000

0.91

1.02

1.41

1.34

2001

0.94

0.97

1.44

1.35

2002

0.92

0.96

1.55

1.42

2003

0.86

0.99

1.61

1.46

2004

0.82

0.94

1.73

1.49

2005

0.77

0.93

1.82

1.52

2006

0.71

0.91

1.94

1.57

2007

0.67

0.82

2.05

1.55

2008

0.63

0.88

2.10

1.60

’
95~2008년 기간 중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 증감에 대한 생산변화, 원단위변화 및 구조변화에 의
한 요인별 효과를 연도별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2000년,
2004년의 생산효과가 에너지소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반대로 동 기간 중 구조효과와 원
단위효과는 에너지소비 감소 효과를 크게 가져왔다.
요인별로 연도별 누적 효과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의 우측으로 갈수록 막대그래프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
96·2008년 기간 중 요인별 효과가 대체로 유사한 방
향으로 진행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동 기간 중 요인별 기여도를 모두 누적한 결과, 생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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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 요인분해
(단위 : 천TOE)

는 (+), 원단위효과는 (-), 구조효과는 (-)로 나타났다. 동 기간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34.8백만
TOE 증가하였는데, 이 중 생산효과는 63.2백만 TOE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원단위효과는 6.9
백만 TOE, 구조효과는 21.6백만 TOE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인별 상대적 기여율은 생산효과
가 제조업 전체 증가량의 182%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데 비해, 에너지원단위가 20%, 구조효과가
62%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4> 요인별 연도별 누적효과
(단위 : 천TOE)

<표 6>은 생산효과, 구조효과, 원단위 효과를 누적하여 총 소비증가에 대한 % 기여도8)를 보여 주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
95~2008년 기간 중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는 생산효과에 의해 주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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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인별 누적 기여도(%)
년도

구조효과

원단위효과

생산효과

총변화

’
96

-1.3%

2.6%

6.1%

7.5%

’
97

0.1%

5.0%

5.9%

10.9%

’
98

1.9%

5.0%

-0.2%

6.6%

’
99

-0.3%

1.4%

5.1%

6.2%

2000

-1.5%

0.3%

7.2%

6.0%

2001

-0.9%

-0.4%

6.5%

5.1%

2002

-1.0%

-0.5%

6.7%

5.2%

2003

-1.4%

-0.1%

6.4%

4.8%

2004

-1.7%

-0.6%

6.8%

4.6%

2005

-1.9%

-0.6%

6.8%

4.3%

2006

-2.1%

-0.6%

6.9%

4.2%

2007

-2.2%

-1.2%

7.1%

3.7%

2008

-2.3%

-0.7%

6.7%

3.7%

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변화에 의한 누적효과는 ’
99년 이후부터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고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원단위 효과가 에너지소
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본격적으로 작용한 것은 2001년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산업구조
가’
90년대에 비해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이행되고, 에너지 효율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난 13년간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3.7%씩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생산효과의 에너지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6.7%였다. 반면, 원단위효과는 0.7%, 구조효과는 2.3%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표 7> 에너지소비 연도별 요인분해 : ’
95~2008년
구분

물량(천TOE)

비중

요인별 기여도

구조 효과

-21,589

-62%

-2.3%

원단위 효과

-6,881

-20%

-0.7%

생산 효과

63,226

182%

6.7%

총 변화

34,756

100%

3.7%

다음으로는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에너지소비와, 에너지소비효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요인별 누적 기여도는‘95년 대비 해당 연도까지의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에 요인별 누적효과(비중)를 곱하여 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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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효과(에너지원단위 효과)가 제거되었을 경우의 에너지소비를 비교하여 보았다. 에너지효율 향상
이 없는 경우의 에너지소비는 실제 에너지소비량에 에너지원단위 감소 효과를 더해 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지수는 ’
95년 에너지소비 수준을 기준(1.0)으로 하였고, 이후 매년 발생한 원단위효
과를 누적하여 계산함으로써 에너지 기술진보에 따른 효율 향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의 실제 에너지소비지수는 1.60인데 비해, 효율개선 효과가 없는 경우는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의 에너지소비 수준은 ’
95년 이후 2008년까지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누
적된 소비 감소효과가 없는 경우의 소비 수준에 비해 6.9%의 효율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5> 제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에 따른 에너지소비, 1995-2008 (지수 1995=1.0)

업종별로 살펴 보면,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비금속광물 업종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효율 개
선(35.3%)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뒤를 이어 섬유·의복, 음식·담배, 펄프·인쇄업 순으로
많은 효율 개선이 있었으며, 조립금속업과 1차금속 산업에서도 각각 8.2%, 4.5%의 효율 개선이 이루
어짐으로써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석탄·석유·화학제품과, 목재·나무업, 비철금속업에서는 에너지효율이 오히려 다소 악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 비철금속업의 경우 ’
97년 이후 쭉 에너지효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 2007
년부터 급속히 악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기술적 효율은 일반적으로 악화되지 않으나, 소비 행태
의 변화 등으로 업종별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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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지수 - 실적치
년도

음식
담배

섬유
의복

목재
나무

펄프
인쇄

석탄₩석유
₩화학

비금속

1차
금속

비철
금속

조립
금속

제조업
전체

’
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96

1.03

1.01

1.10

1.11

1.08

0.93

1.04

1.93

2.23

1.08

’
97

0.98

1.05

1.16

1.14

1.43

0.94

1.07

0.61

2.50

1.23

’
98

0.86

1.12

0.89

0.99

1.48

0.71

1.08

0.57

2.38

1.21

’
99

0.84

1.22

1.10

1.11

1.49

0.75

1.14

0.74

2.80

1.27

2000

0.86

1.28

1.17

1.07

1.55

0.78

1.19

0.81

2.86

1.34

2001

0.83

1.24

1.19

1.03

1.57

0.80

1.18

0.71

2.84

1.35

2002

0.87

1.24

1.30

1.06

1.67

0.82

1.23

0.70

3.03

1.42

2003

0.88

1.14

1.25

1.05

1.71

0.86

1.25

0.73

3.09

1.46

2004

0.88

1.07

1.43

1.04

1.78

0.79

1.28

0.68

3.27

1.49

2005

0.87

0.96

1.19

0.99

1.85

0.74

1.30

0.57

3.45

1.52

2006

0.84

0.84

1.18

0.95

1.93

0.77

1.38

0.59

3.65

1.57

2007

0.88

0.79

1.32

0.91

2.11

0.79

1.32

1.26

3.98

1.55

2008

0.84

0.76

1.34

0.86

2.14

0.77

1.49

1.27

4.33

1.60

비철
금속

조립
금속

제조업
전체

<표 9>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지수 - 효율개선이 없는 경우
년도

음식
담배

섬유
의복

목재
나무

펄프
인쇄

석탄₩석유
₩화학

비금속

1차
금속

’
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96

1.04

1.00

1.02

0.98

1.05

1.01

1.09

0.88

1.16

1.05

’
97

1.06

1.01

1.05

1.04

1.22

1.03

1.10

0.97

1.29

1.13

’
98

1.02

0.85

0.76

0.97

1.20

0.83

1.08

0.87

0.88

1.05

’
99

1.07

1.10

0.98

1.13

1.33

0.92

1.22

1.04

1.60

1.21

2000

1.13

1.22

1.05

1.13

1.45

1.00

1.26

1.14

2.26

1.32

2001

1.14

1.23

1.18

1.08

1.58

1.04

1.34

1.12

2.29

1.38

2002

1.17

1.34

1.27

1.13

1.70

1.05

1.41

1.22

2.56

1.46

2003

1.16

1.18

1.27

1.13

1.71

1.09

1.39

1.21

2.90

1.47

2004

1.18

1.13

1.30

1.07

1.83

1.10

1.54

1.27

3.32

1.55

2005

1.15

1.12

1.36

1.07

1.87

1.11

1.55

1.32

3.66

1.59

2006

1.14

1.14

1.40

1.09

1.97

1.14

1.53

1.27

4.10

1.66

2007

1.16

1.13

1.34

1.09

2.04

1.17

1.61

1.32

4.48

1.72

2008

1.17

1.14

1.27

1.13

2.05

1.19

1.56

1.06

4.7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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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도(%, ’
95년대비)
음식 담배
효율개선도(%)

효율개선도(%)

섬유 의복

목재 나무

펄프 인쇄

석탄·석유·화학

27.9

33.8

-5.2

23.9

-4.4

비금속

1차 금속

비철 금속

조립 금속

제조업 전체

35.3

4.5

-20.5

8.2

6.9

Ⅳ. 결론 및 시사점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절약정책 수립 및 수요관리 측면에서 꼭 다뤄져야 할 중요한
부문이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를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효율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해를 통해 에너지소
비 증가에 대한 각 요인별 효과(생산효과, 산업구조효과, 원단위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도
출된 원단위효과가 생산 및 산업구조 효과를 제거하고 난 후의 에너지원단위만 변할 경우의 에너지소
비 변화를 나타내므로, 진정한 에너지효율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원
단위효과는 에너지 기술진보를 대표하는 유사변수로 사용되며, 에너지절약정책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 결과, ’
95~2008년 기간 동안 제조업 에너지소비는 34,756천toe(연평균 3.7%) 증가하였으며,
요인별로는 생산효과가 가장 많은 기여도(단순 요인분해 시 6.1%, 연도별 요인분해 시 6.7%)를 보여
제조업의 부가가치 변동이 에너지소비 증가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
기간 중 제조업 산업구조가 에너지저소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순 요인분해 시 연평균 1.9%, 연도
별 요인분해 시 2.3%의 소비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고,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도 연평균 각각
0.5%(단순 요인분해 시), 0.7%(연도별 요인분해 시)를 기록함으로써 이들 두 가지 요인이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제 에너지소비와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효과(에너지원단위 효과)가 제거되었을 경우
의 에너지소비를 비교하여 본 결과, 2008년의 실제 에너지소비지수는 1.60인데 비해, 효율개선 효과
가 없는 경우는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의 에너지소비 수준은 ’
95년 이후 2008년까지 에
너지 기술진보에 따른 효율 향상이 없었을 경우의 소비 수준에 비해 6.9%의 효율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업종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효율 개선(35.3%)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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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었고, 그 뒤를 이어 섬유·의복(33.8%), 음식·담배(27.9%), 펄프·인쇄업(23.9%) 순으
로 많은 효율 개선이 있었으며, 조립금속업과 1차금속 산업에서도 각각 8.2%, 4.5%의 효율 개선이 이
루어짐으로써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였다.
정리 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산업구조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변
화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에너지효율 역시 1999년부터 개선되
기 시작하여 2001년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에너지저소비형 구조로 정착되고, 에너지 효율은 개선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여도는 에너지효율 개선보다는 산업구조 개선에 의
한 기여도가 1.4%p~1.6%p 높은 결과를 보여,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 절감은 에너지효율 개선보다는
산업구조 개선에 의한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부족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서
는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 보급 강화, 에너지절감형 설비투자 촉진, 기술적효율 증진 노력에 대한 인
센티브 지급, 상황에 따라서는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는 규제 실시 등 각 경제주체의 인식과 노력이 앞
으로 더욱 많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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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어머니란 존재는 자녀와 분리된 객체가 아닌 통합체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자녀들의
삶이 곧 어머니 자신의 삶으로 여기는 사회인식속에서 생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간
의 통합적인 관계는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
계화되지 못한 특수교육 정책 속에서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가족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적장애인1)은 장애특성상 지능적인 제한뿐 만 아니라 자폐성향 등을 동반한 중복장애를 지니
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와 장애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결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그 중요성이 더
해진다(도성화, 2010). 또한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지적장애를 진단받은 후부터는 자립
적인 능력이 제한된 자녀를 대변하여 교육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실수요자로서의 역할까지 수
행하고 있다(Berk, 2005; 신정윤, 2007; 김교연, 2008). 따라서 지적장애 자녀와 그 어머니의 관계는
다른 어떠한 가족 관계보다도 더욱 일체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최근 2008년도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적장애 인구는 인구 1천 명당 2.7건으로 약 140,079
명에 이르며, 조사 대상자중 성인기인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체의 92.1%로 나타났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9).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결국 성인 지적장애
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기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들이 학령기 이전
과 학령기부터 적절한 통합교육이 선행되었어야 진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
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8).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정책은 기존의 일반학교와 분리되어있는 특수학교에서 서서히 일반학교
의 특수학급이라는 통합교육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뉘면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인 통합교
육 현장, 그리고 특수학교인 분리교육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개선에 앞서 무엇보다도 질적인 개선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규정하는 기본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
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서는‘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 등급은 법정 장애등급표
에 의해 1급에서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7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최평임·한현민, 2010). 왜냐하면 아직도 지적장애인의 통합교육 현장
에서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간 교과과정의 비연계성,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비협조성, 일반학급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은 교육 현장의 주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이다(신정윤, 2007).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특수교육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통합교육을 받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시도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 자녀를 대변하고, 함께 생활해온 어머니는 어떻게 통합교육의 과정을 경
험했는가에 대해 연속적인 경험을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접근을 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 현상,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자체를 의심하고 전
혀 낯선 상태에서 다시 탐색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차츰 시도되고 있다(김경희,
2009). 더욱이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통합교육 경험에 관한 국내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방법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기 때
문에 경험에서 드러나는 본질적인 통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실제 경험을 분석해서 특수교육 정책
이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의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는 학령기 이전인 통합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
였는가?
둘째,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는 학령기인 통합교육을 받은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셋째,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는 학령기 이후인 성인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Ⅱ.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학급의 개설 목적이 통합교육을 위한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통합교육 학생 수는 전체 특수교육 학생의 8%, 2006년 62.8%, 2007년 65.2%, 2008년 67.3%, 2009년 68.3%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
근 5년간 연평균 511학급이 증가·개설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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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적장애 자녀를 둔 가족은 아직도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은 스스로의 결정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 생애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을 요구하는 대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애주기는 사람의 일련 발
달상의 모든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Allen, 2004).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출생에서 사
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생애주기의 관점에 입각하여 지적장애인의 특징과 욕구에 관심을 지니는 연구
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Werner·Smith, 1992; Berk, 2005). 따라서 어머니는 지적장애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생애주기의 관점에 입각하여 통합교육이 주는 의미와 그 교육의 현장에서 어떠
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해는 지적장애인의 통합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
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연구들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한 특수교육 경험이 대다수였으며,
그 내용 중에서 일부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선행연구의 검토에
서는 기존에 시도되었던 어머니들의 경험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구분하여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령기 이전 ’
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두 돌이 지난 이후에
야 발육과 언어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이한우, 2002). 어머니는 갑작스런 자녀의 지적장
애를 진단받게 되면서 장애를 나아보게 하기 위해 치료, 특수교육, 그리고 재활 등의 서비스 욕구를 보
이게 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가 지니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지닌 채 더욱
많은 서비스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교연, 2008).
둘째,‘학령기’
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
망을 확장시켜 나가는 시기이다(Berk, 2005; 이한우, 2002).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김교연의
연구(2008)에서는 다른 시기보다도 입학 직후에 가장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전혜인(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
는 성에 관련된 정보 부족과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오세란
(2001)과 Grant 외의 연구(1998)도 청소년 시기는 졸업이후 진로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기 때
문에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가중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Smith의 연구(1996)에서도 지적
장애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증폭되는 불안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학령기 이후’
는 성인기에 해당하며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나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이므로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는 새롭게 변화된 상황을 또 다시 직면하게 된다(Wikler, 1986). 우선 성인
기의 지적장애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시도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생활 위주의 제
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나타났다(Grant et al,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신정윤(2007)은 열악한
장애인 고용 현실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며, 가정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는 시간이 연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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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성인기에 해당하는 국내 연구는 더
욱 부진하지만, 국외에서는 지적장애 자녀가 현재 성인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의 본질로 이해되어 이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로 부상
하고 있다(Wilkler, 1986; Smith, 1996; Walden et al., 2000).
이와같이 지적장애 자녀의 통합교육에 관한 어머니들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으며,
장애자녀의 한 생애주기에만 초점을 두면서 단편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지적장애 자녀의 장애진단
이후부터 성인기인 현재까지 어떠한 경험의 과정을 거쳐왔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시도되
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연속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적장애인의 통합교육 정책을 전개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및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실제 경험한 통합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정책을 전개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할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대한 접근을 위해 어머니 당사자의 목소리에 의한 의미 부여를 중요시하는‘생애사 연
구’
로 진행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1920년대를 시작으로 학문적 또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성장하
였으며, 개개인이 지니는 주관적 의미세계를 연구자가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을 지니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접근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한
경혜, 2004).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에 대한 기준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지적장애로 진단을 받은 후 주양육
자로서 함께 거주해온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와같은 연구의 기준을 통해서 연구자는 특수교사와 사회
복지사들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표집으로 총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장애자녀의 학령기 이전, 학령기, 학령기 이후의 과정상에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Sch·tze(1983)의‘이야기식 인터뷰 방법’
을 통해 사례별로 각 2회 이상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이야기식 인터뷰 방법은 다음의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는데, 우선‘이야기에
대한 요청단계’
에서는 연구의 목적, 인터뷰의 원칙에 서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즉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날씨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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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시작하며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가정 내 소재들을 통해 자연스럽
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애사 연구는 개방형 인터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도 연구 참여자의 자유로운 생애사적 서술공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이희영, 2005). 둘째,‘본격적
인 이야기 단계’
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행위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한 바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의 핵심을 잃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미리 준비해간 몇 가지 주요 연구 질문들을 통
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셋째,‘후 질문 단계’
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주제이거나 중요한 것
으로 판단된 주제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즉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
야기 속에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한 부분과 문맥상 애매한 부분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친 후, 자료 분석방법은 Sch·tze(1983)의‘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
을 활용하였다(Sch·tze, 1981; 1983; 1987; 한경혜, 2004; 이희영, 2005; 양영자, 2008).
이 분석방법은 생의 주체가 경험하는 삶의 주제에 대해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특징을 지니며, 다음의 5단계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1단계는‘녹취 단계’
로 녹음을
한 인터뷰를 녹취하여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표정, 몸짓, 웃음 등 비
언어적인 부분과 인터뷰가 잠시 중단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필사하였다. 제 2단계는‘형식적 텍스트
단계’
로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식이 아닌 주요한 텍스트를 찾아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 사건별로 구분
한 후 동일한 내용끼리 묶어 이를 한 문장으로 표시하였다. 제 3단계는‘구조적 내용 서술 단계’
로시
간적으로 진행되는 생활과정의 구조를 서술하고 과정과 문맥 속에 포함된 대표적인 사건과 그 밖의 사
회화 과정을 연결시키며 서술하였다. 제 4단계는‘분석적 추론 및 지식분석 단계’
로 앞의 제 3단계인
구조적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단계이다. 제 5단계에서는‘비교 분석의 단계’
로 개별
적인 사례분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터뷰 텍스트들을 서로 대조시켜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발전적인 특수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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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의뢰 과정에서 연구자에 대해 소개를 하고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
서를 함께 읽고 서면에 동의한 후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에게 매 회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되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면접 도중에라도 녹음이나 연구 참여 자체
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면접 전에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가 인터뷰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도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 다섯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과정과 연구가 종결된 이후에도 자신에 관한 자료의 파
기를 원한다면 연구자는 이에 응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지킬 것이며 녹취 과정에서부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자는 출판되는 연구 결과에서는 신원을 알 수 있는 특
이 사항들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속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전개될 특수교육정책에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험적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장에서는 장애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통합교육이 어떻게 어머니들에게 경
험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1. 사례개요
본 연구의 참여자인 어머니들과 지적장애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각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사례
A어머니는 현 49세로 전업주부이며, 남편과 24세에 결혼한 이후에도 미용실을 경영하며 장애자녀
를 출산하는 당일까지도 힘들게 일을 했던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A어머니는 가정 일과 자녀들의 양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우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적장애 자녀인 아들과 비장애 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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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와 지적장애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

지적장애 자녀

사
례

연령

자녀수

성별

연령

A

49세

2

남

23세

B

51세

1

남

26세

C

51세

2

남

21세

D

69세

5

여

39세

통합교육 기간

하는 일

초등~고등

대학생

(총 12년)

(교회 운영 장애 대학)

초등~고등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계도

(총 12년)

초등~고등

복지관

(총 12년)

직업재활과정 이용

초등~중3 자퇴
(총8년 1개월)

보호작업장 근무

※ ◎ :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 ■는 남자 지적장애 자녀, ●는 여자 지적장애 자녀

생활하고 있었다. A어머니는 아들이 영아기에 유달리 다리에 힘이 없고, 늦은 발육이 지속되어 고민
하던 중 병원을 찾게 되면서, 자녀의‘지적장애’
를 진단받게 되었다. A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일반 초등
학교부터 일반 고등학교까지 총12년 동안 통합교육을 시킨 경험을 지녔으며, 현재는 교회에서 운영하
는 장애대학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A어머니는 장애자녀가 학령기를 힘들게 보낸 경험으로 인해 장
애인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있었다.

2) B사례
B어머니는 현 51세로 금융업에서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음대교수인 남편과 23세에 결혼
하게 되었다. B어머니는 자상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성장한 것과는 달리,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배우자와 성격 차이가 큰 관계로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B어머니는 건강하
게 자녀를 출산했지만 늦은 발육과정이 이상하여 병원을 찾게 되면서 자녀의‘지적장애’
를 진단 받게
되었다. B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일반 초등학교부터 일반 고등학교까지 총12년 동안 통합교육을 시킨
경험을 지녔으며, 현재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B어머니는 장
애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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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사례
C어머니는 현 51세로 배우자와 지적장애 자녀인 막내아들과 비장애 큰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
고,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설계사로 5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C어머니는
자녀의 늦은 언어표현을 고민하던 중 조음장애로 진단을 받은 후 지적장애를 인지 못한 채 자녀를 일
반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입학 후 또래집단에 비하여 학습이 뒤떨어지는 것을 발
견하고, 자녀의‘지적장애’
를 진단받게 되었다. C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일반 초등학교부터 일반 고등
학교까지 총12년 동안 통합교육을 시킨 경험을 지녔으며, 현재는 복지관의 직업재활과정을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C어머니는 장애자녀가 직업을 갖기에는 어린 연령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4) D사례
D어머니는 현 69세로 5남매 중 막내딸인 39세인 지적장애 자녀를 두고 있었다. D어머니는 결혼한
이후부터 줄곧 시부모와 시동생들, 친정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많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생활을 해
왔다. D어머니는 막내 자녀가 어릴 적 고열로 오랜 기간 앓던 후 늦은 발육을 보였으나, 대가족속에서
장애 자녀에게만 전념할 수 없었을 정도로 가사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D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일
반 초등학교와 일반 중학교에 입학을 시켰지만 또래집단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중3때
자퇴를 시켰다. D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총 8년 1개월 동안 통합교육을 시킨 경험을 지녔으며, 현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D어머니는 장애자녀가 또래의 장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2. 통합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본 장은 연구 참여자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한 장애자녀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통합
교육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어머니가 지니는 경험은‘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 이전’
에 통합교육을
준비하는 과정과‘학령기’
동안 통합교육을 받은 과정, 그리고‘학령기 이후’
의 과정에서는 성인기인
지적장애 자녀에 대한 경험 과정을 분석하였다.

1) 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 이전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학령기 이전’
의 경험에 대해서 통합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
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어머니들은 자녀가 지적장애라는 장애진단을 받은 후부터 유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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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은 없었으며, 사설 치료기관 등을 통해 또래의 비장애인들과 일반 초등학교에서 교육받게 하기
위한 교육과 치료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가족과 사회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통합교육의 준비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
하면서도 지적장애 자녀가 비장애인들과 교류하면서 일반학교에서 평범하게 교육받기를 희망했기 때
문에 통합교육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 금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지적장애 자녀를 일반학교에 보내는 통합교육을 준비시켰던 주된 동기는
‘금방 나아지겠지’
,‘조금 늦될 뿐이지’
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들
은 주위 어르신들이 조언하는 데로 자녀를‘늦되는 아이’
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녀의 장애가 곧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지녔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데. 나는 얘가 금방 나을 것 같았어요. 조금 행동이 더디고 말이 서툴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랬지.”
(B어머니)
“이제 다른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말, 말이 늦다는 애들이 있다, 근데 한번 말문이 터지면 빨리 된
다’
이러시잖아요.”
(C어머니)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 좀 다르더라구요. 근데 시어르신들이‘아유 괜찮다. 발육이
늦어서 그렇다’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르신 말씀대로 따
랐어요.”
(D어머니)

(2) 갑자기 바빠지는 초등학교 준비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지적장애 자녀를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하루 시간표를 짜
가면서 다양한 교육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바쁘게 준비했던 경험을 지녔다. 특히 지적장애라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서 언어치료, 수영, 수학 등 각종 교육과 치료에 전념하였던 경험을 지녔다.

“제 생각엔 교육만 시키면‘얘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간을
계속 짜서.”
(A어머니)
“뭐.. 급한 마음에 이제 무조건 등록을 하고. (중략) 막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하여튼 하루
종일 데리고 가서 기다렸다가. 또 이쪽 데려갔다 기다렸다, 저쪽 데려갔다 기다렸다, 이렇게 막 굴렸
죠.”
(B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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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등학교 간다고.. 가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뭐가 좀 저기한 게.. 특별한 교육이 없을까
하고.”
(D어머니)

(3) 배우자와 비장애 자녀의 영향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지적장애 자녀에 대한 교육과 치료에 전념하다보니 배우자와 비장애 자
녀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가족들의
비지지적인 관계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작은 얘를 앉혀 놓고, 컵라면 물에 부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략)‘엄
마는 지만 팽개쳐 놓고, 오빠만 데리고 있고 한다’
고.”
(A어머니)
“유치원에서도 쉬는 시간이면 자기 반에 오는 게 싫데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너희 동생이 장
애인이냐?”
고 물은 적이 있데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
러는 게 창피해서 유치원도 학원도 안 간다고 하고.”
(B어머니)
“우리 아빠는 내 아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시선을 받는다는 것에 대
해 되게 챙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만 혼자 데리고 다니고.. 절대 같이 안 나갔죠. 그런 게 참 힘
들게 하는 것 같아. 아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B어머니)

(4) 이상하고 차갑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지적장애 자녀를 통합교육 시키기 위해 병원과 교육기관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어머니들은 장애 자녀를 대하는 사회의 낙인을 가장 큰 고통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들이 장애 자녀에 대해서 지녔던 희망을 포기하게 할 만큼 힘들게 만들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남에 어딘지.. 거기 음악치료를 했었어요. (중략) 그 선생님이‘거의 뭐 앞
으로. 자기 구실을 못하겠다.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너무 힘들었어요.‘내가
재랑 죽어야 겠다.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취급받는 데’그렇게 걔를 붙잡고 어둔 방에서 나오지 않
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A어머니)
“어디 병원에 데려가서 있으면 얘가 어리니깐 가서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리로 피하고, 자
기 얘를 저리로 훽 데려가 앉고. 무슨 병이 옮는 것처럼.”
(B어머니)
“나는 우리 얘가 지나가면.. 좀 행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우리 얘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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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덕쑥덕하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참 속상해요.”
(D어머니)

2) 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
에는 본격적인 통합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어머니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에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 자녀가 다니는 학
교, 교사, 그리고 또래 비장애 학생들과 교류를 통한 경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이 부재한 이유로 인해 지적장애 자녀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어머니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과정으로써 공통되게 인식되었다.

(1) 항상 불안한 학교생활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지적장애 자녀가 다녔던 일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어느 시기보다 가
장 힘들고, 불안했던 과정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들은 지적인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장애인
에 대한 인지가 없던 일반 교사와 또래의 비장애 친구들과 어떻게 생활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너무 불안했어요. (중략) 학교에 보내놓고 교실 창문 앞에 있는 거예요.”
(A어머니)
“내가 아예 따라 다녔어요. 따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애하고 같이 가서 끝나는 시간까지.. 내가
교문 밖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내가 살피는 거야.”
(B어머니)
“창문으로 보니깐.. 당황해하고 다른 아이들은 잘 따라하는데 눈치보고 하는 걸 보니깐.. 아휴..
어떻게 해야 하는가.”
(D어머니)

(2) 비장애 학우들의 폭력과 따돌림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이 지적장애 자녀의 통합교육 과정에서 불안감 속에서 지냈던 것은 또래의
비장애 학우들의 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들은 장애 자녀가 받는
이러한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해서 계속 통합교육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였다.

“알아서 시키는 데로 다 무릎도 꿇고 시키는 데로 다 했던 거예요. 얘를 밀고, 볼펜으로 찌르고.”
(A어머니)
“화장실에 가면은‘엉덩이를 내려 보라’
,‘너 담배 펴봐라’이런 걸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B어머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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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한 4학년 2학기 때부터. (중략) 왕따라 그러죠. (중략) 계단을 내려가면 발을 건다든지.
(중략)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고 있으면 크라졸이라 그러죠? (중략) 그걸 뿌리는 거예요.”
(C어머니)
“항상 혼자였어요. 다른 애들은 서로 웃고 까불고 하는데... 항상 보면은 혼자 있고.”
(D어머니)

(3) 다양한 담임 선생님들과의 만남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신학기에는 어떠한 담임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반복된 두려움과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비장애 학우들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험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인지가 있는
교사와 전혀 없었던 교사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장애 자녀를 학교 적응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지지를 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얘가 겁이 많아서 빈 교실에 혼자 못 있으니까, 두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중략) 너무 감사
해서.”
(A어머니)
“내가 그만두던지 우리 얘가 그만두던지 이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 그거예요. (중략) 그래서 전학
을 기독교 학교로 갔는데. 거기는 정말 얘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데려 갈라고 하시는데.”
(B어머
니)
“우리 아이들이(장애학생) 무슨 학력고사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러면 외부로 무조건

겨 나는거

예요. 에버랜드 같은 소풍을 가도 얘들은 위험하다고 태우지도 않고. (중략) 자기한테 피해 갈까봐.”
(C어머니)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중략)‘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이런 자존감 같은 게 많이
생긴 거 같아요.”
(D어머니)

(4) 벌어지는 학습차이에 부딪치기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지적장애 자녀의 통합 교육 과정에서 점점 자녀와 비장애 학우들과의 학
습차이를 경험하였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시기만 하더라도 장애자녀의 지적인 능력의 차이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다가 고학년 시기부터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쳤던 경험을 지녔
다.
“4학년 때부터‘아. 내가 아이들과 틀리구나’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중략)‘다른 아이들은 잘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게 오더라고요. (중략) 학교가기 싫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C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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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칠판이라던지.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당황하는 표시가.. (중략) 시험을
보면 항상 전교에서 꼴찌예요.”
(D어머니)

(5) 장애자녀의 진로를 준비하기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지적장애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졸업이후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
해 노력하였던 경험을 지녔다. 어머니들은 당시에 학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장애 자모 모임을 통해 자
발적으로 준비하였던 적극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어머니들은 졸업시기를 자녀의 적성과
장애상태에 맞는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과정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고등학교가 제일 심했던 거 같아요. (중략) 엄마들끼리 슬슬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학교
에도 얘기해보고, 우리끼리 좋은 데 있다고 하면 가보고.”
(A어머니)
“나는 우리 얘가 나이가 어린 데.. 일하는 것은 좀.. 그래서 복지관 가보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거 할려고 미리 대기자로 올려놓고 했어요.”
(B어머니)
“우리아이들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니까.. 졸업하기 전에 12월 쯤 부터 얘는 활동적이어서 바리스
타라고 하는 커피..그거.. 교육시켰어요.”
(C어머니)

3) 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 이후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자녀가‘학령기 이후’
인 성인기인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어머니들은 지적장애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
원이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인식이 저조한 상황을 크게 불안해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현재 지
적장애 자녀들은 장애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복지관의 부설인 보호작업장 근무, 복지관의 재활훈련생
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1) 통합교육과 연결되지 않는 사회통합
통합교육을 받았던 지적장애 자녀들은 학교 졸업이후 비장애인들과 더 분리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당초 어머니들이 장애 자녀를 통합교육을 고집하였던 이유는 성인이 되었을 때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열악한 장애인 고용현실과 부정적인 장
애인식은 어렵게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갈 때가 없어요. 나이도 어린데. 그 단순직 하는 것도 싫고 해서. 경험도 해보라고. 장애대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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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A어머니)
“복지관도 기간이 있어요. 5년 정도.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죠. 항상 불안해. 어
디 맘 편히 보내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B어머니)
“취업이 안되지. 지원고용도 해봤는데. 적응이 안되요.. 2개월 하다가 그 레스토랑이 안된다고. 월
급도 안주고.. (중략) 그래서 다시 복지관으로 되돌아왔죠.”
(C어머니)
“차비밖에 안 나오잖아. 꼬박 서서 일해도. (중략) 아침에 일찍 나가서 어쩔땐 밤 여덟 시 넘어서.
장애인들끼리 있는 작업장이니깐.”
(D어머니)

(2) 통합교육과정에서 만났던 장애 자모들과의 교류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통합교육시기에 교제하였던 장애자모모임을 통해서 장애자녀에 대한 고
민과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장애자모모임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
문에, 가족들보다도 더 큰 심리적인 위안이 되기도 하고 진정어린 위로도 해주는 모임이 되고 있었다.

“여기 엄마들을 만나면은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 뭐랄까.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A어머니)
“진짜 마음이 통하고 이해를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엄마들이야. 저번에도 만나고 왔는데.. 남편이
나 자식한테도 못하는 말들을 서로 한다니깐.”
(B어머니)

(3) 통합교육 때는 경험 못했던 안정감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통합교육을 받았던 학령기와는 달리 또래의 지적장애 친구들과 지내는
현 상황에서 상대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통합교육 시기에는 비장애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지적장애 자녀가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여기 엄마들을 만나면은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 뭐랄까.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A어머니)
“다 같은 수준이니깐.. 마음이 편하지. 예전에 학교에서는 주눅이 들고 뭔가 내가 죄 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B어머니)
“정말 마음이 편해요. 감사하고. 우리 애가 마음 편하게 다닐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월급.. 뭐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해요.”
(D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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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의 통합교육정책이 실제적인 교육정책을 전개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할 수요자의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통합교
육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통합교육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생애사 연구방법
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지적장애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교육의 경험을 분
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 이전’
의 경험에 대해서 통합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 경험의 과정은‘금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갑
자기 바빠지는 초등학교 준비’
,‘배우자와 비장애 자녀의 영향’
,‘이상하고 차갑게 보는 사람들의 시
선’
이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은‘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
에는 본격적인 통합교육의 진
입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어머니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에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경험 과정은‘항상 불안한 학교생활’
,‘비장애 학우들의 폭력과 따돌림’
,‘다양한 담임 선생님들
과의 만남’
,‘벌어지는 학습차이에 부딪치기’
,‘장애자녀의 진로를 준비하기’
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
인 어머니들은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자녀가‘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 이후’
인 성인기에는 통합교육과
관련되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어머니들의 경험은‘통합교육과 연결되지 않는
사회통합’
,‘통합교육에 만났던 장애 자모들과의 교류’
,‘통합교육 때는 경험 못했던 안정감’
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특수교육정책
이 교육의 실제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통합교육의 현장 속에서 많은 위기와 불안을
경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 자녀를 일반학교에 진학시킨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장애 자녀가 비
장애 학생들에게 집단폭력과 왕따, 그리고 소외를 받게 되면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
게 고민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장애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교육의 실태는 당초 통합교
육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교내 장애 학생의 사회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는 학교와 일반 교사
들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 장애학생들의 학습보조시스템의 개발과 확충,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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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전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교
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장애진단을 받은 후부터 장애 자녀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의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지적장애인은
성인이 된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장애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이러
한 장애특성에 대해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재 현상은 어머니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통합
교육전담 기관 및 부서의 설립으로 특수교육 정책의 전 과정을 지도 및 감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
째,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로 인해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더욱 직면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통합교육을 받은 목적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도모
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 우리사회가 지닌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취업 및 진로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에 관한 긍정적인 사회의 인식을 조성할 수 있는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장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병행·전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교육을 받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장애자모모임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안과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효과적인 통합교육 후 사
회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내에서 특수학급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장
애부모 자조집단이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특수교육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특수교육 연구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통합교육의 경험을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분
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적장애인의 통합교육 정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연
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자녀의 학령기부터 성인기인 현
재의 시점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어머니들의 연속적인 경험을 분석한 과정은 특수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자녀를 둔 가족복지 현장에도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적 경험에 대한 후속연구가 전개되기를 바
라면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받은 성인 지적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 참여자의 희소성으로 인해 참여자와 그에 따른 인터
뷰의 횟수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 횟수의 증가를 통해 통합교
육을 받은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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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다소 부정적인 면과 어려움에 치중되어 접근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참여자인 어머니들이 장애자녀의 통합교육의 과정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면서 각종 다양한 자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처하였던 전략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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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생의 가족관계 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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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예비부모교육’
이 대학생의 가족관계 변화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전에 소재한 D대학교 학생 중 상담관련학과 4학년 재학생 24명 중 5회기 총15시간에 걸쳐 실시
된‘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12명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2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
그램 5회기 과정 중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발표 내용을 수기화 하여 자료화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예비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프로그
램 참여 후 가족관계의 변화 중 정서친밀요인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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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re-parental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t’
s family relationship and self-worth: aimed
at consultation related department students

Yuk. Hea-ryeon*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ffect of Pre-parental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 s family relationship and self-worth.
To achieve this, we decided to select students at D University consultation department senior in
Daejeon. Among them we selected 24 students who participated pre-parental education program and
didn t absent during 5 times of 15hours for treatment group. Rest of 12 students for control group were
selected to do before/after test. Also student s feedback and presentation is recorded and organized the
resources during 5times of program. The main result of this research is compare who participated this
pre-parental education program to who didn t, who participated has more meaningful result for
emotional intimacy and self-worth after participated the program.
To compare between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we used independent specimen T-test, and
used SPSS statistics package program to analyz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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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점점 심화되는 근대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개인들 간의 상호관계가 불안정해졌고, 그로
인해 가족의 안정성 또한 흔들리게 되었다. 가족적 연결망이 지니는 구속력은 감소하고 점차 개인주의
적인 가족 형태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변화에 융통적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서 제도로서의 가족의 성격이 강하던 근대에 비해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중시하는
20세기 중반 이후 시대에 부모역할은 부모가 되기로 한 첫 선택부터 자녀양육과 자녀 독립기까지 그
이전과 상당히 다른 변화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Elkind, 1994).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부모역할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가족 내에서 양육하며, 부모역할은 그 가족이 소속해 있
는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정옥분 외, 2002).
학교나 기관이 지식과 기능 등의 교육에 치중하는 반면 정서나 성격의 틀은 가정의 영향에 따라 달
라지므로 가정에서의 교육은 성격이나 인격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중요한 역할 중에
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즉, 가정이
란 자녀가 사람됨을 배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곳이다. 따라
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은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한 가정에서의 부모교육으로
서 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기초교육이라고 하겠다(곽덕영 외, 2002).
부모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들은 자녀들이 신체적, 지적, 정의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 까닭에 부모의 자질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이 필
요하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왔다. 나아가 부모가 되기 이전인 청년기에 부모로서의 역
할에 대한 명료한 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Rossi, 1986)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비부모교육’
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때 이들이 훌륭한 부모로서의 자
질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병래, 1991). 그러나 현대 사회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아동발달이나 가족관계 등에 관해 학습할 기회가 일부 전공자 이외에는 거의 주어지고 있지 않으
므로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역할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Bartz, 1980). 최근 미혼 청년
들에 대한‘예비부모교육’
이 강조되는 것은 유아교육과 부모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힘입은 점도 있으
나, 서구사회에서 빈발하는 10대 미혼 청소년들의 임신에 수반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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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신혜영, 1996).
예비 부모 교육의 대상은 청소년 시기로부터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폭은 매
우 넓고 다양하다. 이들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사회인 등으로 구분하
여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생 시기는 예비 부모 교육을 받기에 매우 유용한 시기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결혼, 자녀 양육, 가정생활 등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자유롭게 이성간의
교제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인간관계의 폭과 질이 변화하는 시기여서(권석만, 1998),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의 형태에 대하여 건전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후에 그들이 가정을 구성하게 될 때 매
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Erickson, 1959).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
는‘예비부모교육’
은 기존의 부모교육과는 달리,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
그램 대상자의 발달·심리적 요구가 다르고, 현재 삶에서 느끼는 필요와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
대와 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아동 교육관과 양육태도 유형이 자녀와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거의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몇 대학교에서는 예방적 차원의‘예비부
모교육’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교양과목 중 한 강좌로‘예비부모교육’
를 실시
하고 있으나,‘예비부모교육’
이 정규 과목으로 실시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정미라
외, 1995)이거니와 강의를 통하여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교육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에 반해 아쉽게도 그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자
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이해를 통해 공동체생활의 중요성을 보다 더 잘 인식하고 가정과 아동양육에 관
하여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예비부모교육’
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상담관련학과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따라서‘예비부모교육’
이 미래의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가정 할 때‘예비부모교육’
의 내용은 부모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되기 전‘예
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인의 가족관계 변화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으로 나뉘어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가족관계와‘예비부모교육’
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학업성취(정필
환, 2005), 의사소통(김순진, 2005; 박선민, 2004), 진로성숙(이상무, 2004), 진로의사결정(최석강,
2003), 자아존중감(남재임, 2005; 김순민, 2003; 손화희, 1990), 자아능력지각(진영희, 2002)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부모로서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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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예비부모교육’전·후 학생들의 가족관계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예비부모교육’전·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예비부모교육’
의 정의
일반적으로 예비부모는 광의의 의미로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일컫지만, 협의의 의미로는 임
신을 하여 곧 출생하는 아기의 부모가 될 임산부를 의미한다(한성심 외, 2008). 조형(1986)은 부모교육
을 부모뿐만 아니라 예비부모를 포함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부모역할의 긴장을 완화시켜 부모로서 균형 잡힌 전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였
다. 이원영(1983)은 결혼 전이나 출산 전에 영유아 심리 및 발달에 대한 지식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는 것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전 요구되는 심리적 준비에 필요하므로 약혼 이전에 부모교육
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고, 제경숙(1989)은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
들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 교과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병래(1991)는 결혼
전 여성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이 정규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
적으로 실시될 때 이들이 훌륭한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부모교육은 반드시 자녀를 가진 후부터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오래 전 미리 교육
받음이 필요하다. 따라서‘예비부모교육’
은 신혼부부, 임신한 부부, 결혼하여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뿐
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남·여를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부모가 되
었을 때 부모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준비교육으로 미래 부모가 될 예비부모들에게 부모됨과 부모역할
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김윤주, 2005)

2. 필요성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태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어
머니의 사고와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으며, 임신 6개월쯤(어쩌면 더 빨리)부터 적극적으로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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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후반부터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를 연구 할 수 있
게 되었다. 그 결과 자기를 주장하는 작은 생명으로서 놀라운 태아의 감춰진 능력이 발견되었으며 태
아와 어머니의 정보교환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때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유아에
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는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고,
나름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인성은
거의 평생을 유지하게 되므로 유아에게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중요성과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형성되
는 유아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초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
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김현주 외, 2002).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태어난 그 당시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기 이전에 나타난 부모의
적응적 측면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가족 연구 결과 첫 자녀 출생 전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관
계의 질은 초기 부모역할의 질을 예측한다. 따라서 부모역할은 자녀 출생 후부터가 아니라 자녀를 임
신하기 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긍정적인 생활방식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부
모역할을 하는 데에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받아
야 한다(정옥분, 2000).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적인 지식, 정보의 급증 등과 같
은 일련의 변화는 가족구조 및 사회구조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
이 약화되고 부모의 가치체계가 혼돈되는 등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부모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조성연, 2007).

3.‘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1) 우리나라‘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한국에서 부모교육이 시작된 것은 1910년대로 주로 대학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10년
경부터 미국의 부모교육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1920년 후반부터 허길래에 의해‘새가정’
이라는
잡지가 출판되어 바람직한 자녀양육방법이 보급되었다. 일제치하의 어려움으로 1920, 30년대에는 부
모교육이 활발하게 맥을 잇지 못했으나, 해방이후 1950년대에는 소수 대학 부속 유치원 등에서 부모
회를 조직하여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
적인 분위기와 호응도는 낮았다(이원영, 1992). 그러나 198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부모교육프로그
램 모형 개발 연구』
가 간행되어 소극적인 부모교육에서 적극적인 부모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을 촉구하
였다(이은화, 1997).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한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시도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예비부모교육’
이 대학생의 가족관계 변화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297

세계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
현주 외, 2002).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주로 이미 부모가 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계획, 실시되고 있어‘예비부모교
육’
은 극히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최미경, 1990). 정채옥(1980)의 미혼남녀의 자녀관 및
유아기 자녀교육관에 대한 연구, 제경숙(1989)의 고등학생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과정 개발 연구로 해
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예비부모들의 부모됨의 동기, 부모기에 대한 이해, 양육관, 양육태도, 유
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예비부모교육’
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이원영 외, 2007).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예비부모교육’
은 그 대상
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즉,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업
인이나 대학생 등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을 앞 둔 예비부모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정미라 외, 1995).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991년부터 일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유
아교육원리’교과서(이원영, 주영희, 이영자가 공동 저술한 교과서로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
개발위원회의 책임 하에 개발되었다)가 채택되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정도였고, 그 외
에 책, 잡지, 매스컴 등의 언론매체가‘예비부모교육’
과 관계된 지식을 습득하는 주된 경로였지만, 내
용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이며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나은경, 199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 정미라 외 2명
(1995)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유아의 발달, 부모로서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대
학생들의 가족 간의 대화방법, 가족 간의 갈등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들을 요구한 것으로 나
타났다(김정미, 2004).‘예비부모교육’
의 대상에 있어 출산 전의 부부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나 대부분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첫 자녀를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한 고선주 외 2인(1998)도
부모됨의 준비를 첫 자녀를 임신한 후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면서, 학생을 대상
으로 한 교과과정에서 예비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일반 사회단체나 기관, 종교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예비부모교육’
으로는 한국 어린이 육영회에서 실시하고 있는‘예비부모
교육’
을 비롯하여 YMCA의 결혼 강좌, 명동 성당의 혼인 강좌, 그리고 각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개설하는 몇 가지의 강좌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내용은 결혼의 의미, 결혼과 인간관계, 결혼과 성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결혼을 앞 둔 미혼 남녀들을 위한 성 교육과 결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병래,
1991). 그러나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영아 및 유아의 심리와 발달, 부모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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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등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예비부모교육’
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정미라 외, 1995).

2) 외국의‘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외국의‘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주목되는 점은 프로그램의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이다.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는 17세기까지 Comenius, Rousseau, Pestalozzi, Froebel등이 어
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작되었으나, 그 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300여 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이원영, 1992). 미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예비부모교육’관련 연구물은 이미 10대
에 임신을 하거나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부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임신을 예방하는 성교
육 성격이 강하며, 미국의 심각한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청소년‘예비부모
교육’프로그램은 예방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임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양육기술과 지식
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연구물들도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혼전임신을 방지하고, 학
교로 돌아가 다시 학업을 수행하며,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능력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 있을 뿐
이다.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SLOVE 프로그램(Roundtree,
198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역할 훈련(Doetsch, 1990), 부모역할 교육(Masterpasqua, 1992),
부모역할의 생태학적 모델(Fang, 1992), 성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혼전임신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예비부모 또는 10대 부모의 발달에 대한 지식과 양육기술 및 태도를 증진
시키고,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추며, 임신예방,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김정미, 2004).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채택되고 있는‘예비부모교육’교과과정에서는 아동발달을
비롯하여 자기 인식, 가정과 사회적 역할, 성에 대한 이해, 성병, 개인의 책임과 의사결정, 가족계획,
부모됨의 이해, 신생아 돌보기, 과거로부터 미래 전망하기, 임신과 출산,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
향력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부모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워크샵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
으로서의‘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신혜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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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가족관계 변화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
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대전에 소재한 D대학교 학생 중 상담관련학과
4학년 재학생 2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예비부모교육’
에 참여하여,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12명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2명을 통제집단으
로 선정하여 교육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상담관련학과 4학년으로 제한을 둔 이유는 상담이라는 학문을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로서 졸업을 앞둔 4학년생들은 저학년에 비해 가정과 아동양육에 관해‘예비부모교육’
에 대한 관
심과 동기가 높을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이다.

2. 연구도구
1) 가족관계 변화 검사도구
가족관계 변화 검사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한 단위로서의 가족 내 구성원들 간 관계
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양옥경(2003)의‘가족관계 측정도구’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정서친밀 요인, 인정책임 요인, 수용존중 요인을 묻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시 긍정적 문항(17)과 부정적 문항(7)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
채점 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47로
높게 나타났다(<표 1>참고).

2) 자아존중감 검사도구
자아존중감 검사는 Coopersmith(1967)와 Pope, McChale, Craighead 등(1988)의 연구를 참조하
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문항(24)과 부정적 문항(8)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
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등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부정적 문항인‘학교에서의 자
아존중감’
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 채점 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신

300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887로 나타났다(<표 1>참고).
<표 1> 가족관계 변화 및 자아존중감 하위영역별 신뢰도
구분
가족관계
변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문항

Cronbach alpha

정서친밀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710

인정책임 요인

12, 13, 14, 15, 16, 17, 18

.927

수용존중 요인

19, 20, 21, 22, 23, 24

.857

총체적 자아존중감

1, 5, 9, 13, 17, 21

.782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10, 14, 18, 22, 25, 28, 31

.88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3, 7, 11, 15, 19, 23, 26, 29, 32

.881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27, 30

.705

3. 연구설계 및 분석
본 프로그램은 2010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홍보 및 신청을 받았으며 5월 6일 1회기를 시작
으로 주1회 3시간씩 5주 총 15시간 진행되었다. 사전검사는 1회기에 사후검사는 5회기 종결 시 실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 개인 각자 자신 내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결 시 참여
집단원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마치며 새롭게 자각하게 된 자신의 감정과 관련한 느낌을 작성해보고 이
를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현재 청소년 상담원
에서‘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2009) 책자
의 구성근거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하였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참고).
수집된 자료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 후 사전-사후에 관
한 집단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
며, 검증을 위하여 설정한 유의도 수준은 a=.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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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오리엔테
이션
사랑의 시작
1

<결혼 전 사랑에
대한 생각>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집단원들의 라
포형성
·사랑과 결혼, 부부와 부모로 이어지
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예비부모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구성원소개(별칭짓기) - 희망하는 부모상
·집단 규칙을 정하고 서약서 작성
·사랑의 삼각형 검사를 통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집단원간 의
견 나누기

서의 자신에 대한 탐색

·가족지도 분석을 통한 자신의 가족
과,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2

결혼의 준비

재탐색
·결혼에 대한 자신의 탐색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탐색

·
‘사티어 가족지도 작성’
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타 집단원에게
소개
·결혼에 관한 자신의 의견 나누기
·동영상 시청 후 부모가 된다는 의미에 대한 의견 나누기

·부모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에 대한
탄생과
3

부모됨의
이해

삶의 변화에 대한 탐색
·자신의 영아기를 회고함으로써 부모
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미래 자신의

·○× 문제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이해
·자신의 영아기때를 회고해보고 집단원들 끼리 의견 나누기
·예비부모로 자신의 양육방법에 대한 의견 나누기

육아방법 탐색

·자신의 원가족 규칙에 대한 탐색 후
4

육아에
대한 이해

규칙이 주는 영향 알아보기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대
한 의견 나누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 세
5

미래의
가족에게

우기
·프로그램 참여 후 바람직한 부모역
할에 대한 이해

·가족규칙에 대해 말해보고, 가족규칙으로 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관하여 타 집단원과 의견나누기
·역할연기를 통해 부모님과 육아에 대한 이해

·20-70대까지 자신의 미래 가족에 대한 계획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의견 나누기
·프로그램 참여 후 전체적인 소감 나누기 및 소감문 작성
·집단원들끼리 피드백 나누기
·프로그램 마무리

30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Ⅳ. 연구결과
1. 사전 - 사후 비교 및 해석
1) 가족관계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가족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고).
표 3에서와 같이 가족관계 변화 중 사전검사에서 정서친밀요인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아무
변화가 없었으나(t=-1.071 p=.296)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08 p=.010). 이는 그 동안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밀하지 않다고 지각했던 부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솔직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내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가족에 대한 이해로
인해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가족관계 변화 사전-사후 검사비교
구분
사전
정서친밀요인
사후

사전
인정책임요인
사후

사전
수용존중요인
사후

N

M

SD

t

p

-1.071

.296

2.808

.010

-.593

.559

.649

.523

-1.657

.112

-.667

.512

실험집단

12

3.50

.730

통제집단

12

3.79

.578

실험집단

12

3.93

.345

통제집단

12

3.49

.418

실험집단

12

3.94

.752

통제집단

12

4.11

.619

실험집단

12

4.11

.866

통제집단

12

3.86

1.016

실험집단

12

3.56

.656

통제집단

12

3.96

.528

실험집단

12

3.64

.758

통제집단

12

3.83

.667

** p<.01

가족관계 변화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정서친
밀요인, 인정책임요인, 수용존중요인 등 가족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프로그램
참여 후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4개의 하위
영역에서 모두에서 사전보다 시간이 지나 측정한 사후의 평균점수가 오히려 다소 감소했음을 나타내
고 있다(<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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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관계 사전-사후 변화

2) 자아존중감 변화
대학생을 위한‘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집
단별 사전-사후검사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참고).
표 4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 변화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사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아

<표 4>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비교
구분
사전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후

사전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후

사전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후

사전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후
* p<.05

실험집단

N

M

SD

t

p

12

3.69

.375

.866

.396

1.685

.111

.829

.416

1.222

.235

-.772

.453

2.129

.045

1.359

.188

.279

.783

통제집단

12

3.56

.410

실험집단

12

3.88

.370

통제집단

12

3.49

.709

실험집단

12

3.68

.484

통제집단

12

3.53

.385

실험집단

12

3.85

.371

통제집단

12

3.59

.634

실험집단

12

3.43

1.096

통제집단

12

3.69

.393

실험집단

12

3.83

.560

통제집단

12

3.34

.569

실험집단

12

3.01

.431

통제집단

12

2.77

.432

실험집단

12

3.16

.443

통제집단

12

3.09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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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변화가 없었으나(t=-.772 p=.453) 사후 검사 결과 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29 p=.045). 이는 위의 가족관계 변화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존중감변화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변화 역시 가족관계 변화와 마찬가지로 실험집단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 가정, 학교
에서의 자아존중감 네 영역에서 모두 프로그램의 참여 전 평균점수보다 프로그램 참여 후 검사에서 평
균점수가 다소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참고).
<그림 2>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변화

2. 참여자의 내면 변화 확인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종결 시 참여자들이 새롭게 자각하게 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과 관련하여
자신 내면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작성해보고 참여자들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유아기
부터 청소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기억의 통찰을 돕는‘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작성해 본 결과 본 프로그램은 개인의 심리적 자세와 자신의 현재 가족과 미래 가족에 대해 지
금까지와는 다른 면에서 새롭게 자각하였고, 현재 자신의 가족과 미래 자신이 꾸밀 가정에 대하여 다
시 한 번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금까지‘결혼’
과‘부모’
가 된다는 것에 부정적이고 막연하
게 힘든 일이라고만 여겼던 생각에서 미래 자신의 가정과 준비가 된 부모가 되겠다는 자신감과 결혼을
아름다운 제도로 생각하게 되는 가족관계 변화에 있어 긍정적 사고로 바뀌었다.
다음의 사례들은‘예비부모교육’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 현재 자신의 가족과 미래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참여자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예비부모교육’
이 대학생의 가족관계 변화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305

A :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업에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
각이 들었다. 준비가 없이 막상 닥쳐서 해결하려면 시간, 정서적인 것 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허술
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B : 처음에는 왠지 내 가족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고, 부모님이나 형에게 그냥 서운한 그런 마음과 생
각만 가득 했다. 프로그램을 참여 할수록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가족의 소중함, 애틋함이 느껴지
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내 아이나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C : 결혼이라 함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돈 많이 벌어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엄마가 되어 아이들의
부모가 된다면 마냥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예비부모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하고‘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모님도 이러한 수업을 듣고 결혼
을 하고 부모가 되셨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들었다.
D :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나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나의 어렸을
적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다시금 떠올렸다. 내가 어렸을 적 나에게 얼마나 무한대의 사랑을 주셨는
지,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고 감사했다. 5회기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이 너
무 짧아 아쉽긴 하지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생명의 소중함,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과 큰 사랑을 느껴 성장한 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 : 예비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인드 방법을 배운 것 같다. 결혼을 하기 전 ,아기를 낳기 전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부모
의 입장으로서 아이를 좀 더 나은 아이로 키울 수도 있겠지만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마음도 가슴
으로 느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다.
F : 처음에는‘결혼’
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고,‘내가 부모가 된다면’
이라는 것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한번 쯤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결혼하고 싶어진다’
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내 꿈이 먼저라 생각하고 가족을 계획하지 않으려 한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
들은 가족과 함께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계획에 감탄하였고, 가족계획
과 결혼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G : 처음에 나는 나의 가족에 대해 분노가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가족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 부모의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란 것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모님께 감사했다.
H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내 기억 속 아빠는 권위적이
고 무섭고 강인한 사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5회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아빠도 나름대로 나에게 사랑을 표시했는데 아빠의 일부만 보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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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에게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I :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가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주신 사
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생겼다. 부모가 되는 것이 힘들고 많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보게 되었다.
J :‘예비부모교육’
을 받으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부터가 배우고 많은 노력
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에게 꼭 한 번 들으라고 추천해 주고 싶고 미래의
나의 배우자도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상담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자신의 가족관계 변화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 후 가족관계 변화 중 정서친밀요인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통제집단은 가족관계 변화와 자아존중감에서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 검사 결과 평균점수가 사전 검사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는 동안 솔직한
자신의 가족의 모습과 가족에 대한 경험담과 생각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상호간의 긍정적인
피드백, 지속적으로 과거 경험의 고찰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탐색과 가족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 자신의
가족은 물론 미래 가족과 부모가 된 이후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논 문은 대상자를 상담이라는 학문을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
는 상담관련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과에 나타난‘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이 타 전공을 하거나 저학년 학생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예비부모교육’
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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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예비부모교육’
이 모든 대학에서 실시되
어야 하겠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가
정에서 비롯된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법이나, 가족관계에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예비부모교육’
은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물론,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그들이
미래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
다. 그러므로 결혼적령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교육에서 성숙한 가정과 올바른 부모역할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이 요구된다. 현재‘예비부모교
육’
은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강하는 대상 역시 전공 관련 학생들이 대다
수 이거나 여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후‘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전공이나 성
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학생이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다각면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함께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
해는 물론 미래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시간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예비부모교육’
은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
다. 앞서 밝힌 참여자들의 내면에 대한 변화의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5회기를 진행하는 동
안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과 함께 프로그램의 종결 시 많은 아쉬움을 보였다. 자기의 이해 및 타인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의 중요성 인식, 미래 자신이 꿈꾸는 가정에 대한 욕구 등을 탐색하고 실천하기 위
해서는‘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시간에 진행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면 자신의 가족관계의 변화는 물론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그 효과는 더 증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대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 및 보다 어린 시기부터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가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그 대상자를 결혼 적령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의 성의 문란화, 10대들의 임신, 미혼모·미
혼부에 대한 문제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인이 되기 이전 중·고등학교부터‘예비부모교육’
이중
요시하게 다루어진다면 더 나아가서는‘예비부모교육’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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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손 용 진**

본 연구는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서 65세 이상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노인(총 2,754명, 도시:
1,620명, 농어촌: 1,134명)을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간의 인구학적 변인, 건강관련 요소, 건강행위, 향후 예측 및
만족도, 성인자녀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울증의 예측 요인으로 사회자본
(social capital)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수행되었다. 사회자본은 인간관계, 공동체, 규범, 신뢰, 호혜성, 연결망
(network) 등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상호교류를 통한 축척된 사회자원(social resources)으로서의 연결망
으로 정의하여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의 지표점수로 조작화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
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고,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단독이나 부부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건강관련 요소에서 도시 노인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농촌 노인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농어
촌 노인의 만성질환의 수는 도시 노인보다 적었다. 농어촌 노인의 CES-D10 판단기준에 의한 우울증여부의 비율
이 48.9%이고 도시 노인(4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 노인이 규칙적인 운동의 비율이 높고, 치과, 병/의
원 방문 횟수가 높았고, 농어촌 노인이 보건소 방문 횟수가 훨씬 높았다. 농어촌 노인은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부정
적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오히려 만족도점수는 도시 노인보다 높았다. 넷째, 성인자녀 관계망에서 대도
시 노인이 성인자녀와 근거리에 살고 있고, 연락과 만남의 빈도가 높았다. 농어촌 노인이 금전 혹은 비금전적인 지
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개인적인 친목모임에 한정되어 있었고, 자원봉
사, 시민단체 활동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이원변량(Two-way ANOVA)분석 결과, 우울증 유무와 거주 지역(도시
/농어촌)은 성인자녀관계망 지표와 사회적관계망 지표는 유의미한 결과이었지만, 상호작용은 없었다. 즉, 우울증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Hiera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서 농어촌 노인의 모델에서는 성인자녀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지만, 도시 노인의 모델에서는 우울증에 영향이 없었다. 농어촌 노인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역할이 상대적으
로 중요하며 가족 기능,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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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between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Focusing
on Adult Children Network and Social Network

Son, Yong-jin*

This study aimed to compare several factors between the urban and rural elderly and determine the
role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A sample of 2,754 older adults(the urban elderly of 1,620 and the
rural elderly of 1,134) was drawn from the 2006 Korean Longitudial Study of Ageing(KLoS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ural elderly were in lower position in areas of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income, living arrangement, and employment status. Second, the rural elderly had a
lower number of chronic health conditions, whereas the urban elderly were more likely to rate their
health condition as very good~good . The urban elderly tended to have more disability days and be
more overweighted. When the CES-D10 criterion was employed to diagnose depression, both groups
were found to be diagnosed as higher rates of depression, although the number of the diagnosed rural
elderly were shown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The socio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urban and rural residence pervaded into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The urban elders
tended to have adult children living nearby, see more frequently, and make more contacts than rural
counterparts. Due to the lower level of socioeconomic standings, the rural residents tended to have
received more monetary and non-monetary assistances. The multivariate analyses showed that for the
rural elderly model, the social capital(e.g., adult children networks and social networks) played to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whereas for the urban elderly model the social capital did not have any
effects on depres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cept of common community still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rural elderly, thus suggesting that the strengthening of family and community might be
effective in lowering depression.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alleviate and prevent depression.

Key words _ urban and rural elderly, depression, social capital, welfare and public health intervention

programs
* Department of Elderly Care Management,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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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1)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우울증에 있
어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노년기의 우울증은 많은 연구가 되
었지만, 지역 간의 차이에 있어서 미시적 관점에서 성인자녀 관계망(network)과 사회적 관계망과 같
은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에 관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사회자본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현대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용되어 왔지만, 노년학에서는 아직도 크게 응용되고 있지 못하다. 사회자본은 인간관계, 공동체, 규
범, 신뢰, 호혜성, 연결망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이미 80년대 말부터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공동
체문화를 기반으로 한 신흥 국가에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에 의한 사회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유석춘 외, 2003).
우리나라와 같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전,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도기에 처한 사회에서 도
시와 농촌 사회의 개인적 차원에서 성인자녀 및 사회적 관계망이 정신건강수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는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 관계가 학연, 혈연, 지역주의와 같
은‘공동사회’
의 사회적 교류와 서구사회의 특징인 개인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 제도적 규범의
제도화와 같은‘이익사회’
의 혼재 속에서 관계망을 형성 하고 있다. 도시 노인들은 도시라는 특정 지
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문화의 영향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이 낮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위
해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자본을 축척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농어촌 노인들은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질성이 높으며 지역 구성원 간의 합의성, 일체감, 동류의식 등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
다(이형하, 2005).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의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다
르게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비교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농촌지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199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9.0%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 2000년에 14.7%로 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반해, 도시지역의 경우 1990년 3.6%, 2000년 5.5%로 약 3배 이상 농촌지역이 빨리
늙어가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소위‘시골형 농촌’
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 2008월
12월 조사기준으로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은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6%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는 지리적 행정 기준은 인구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만~5만 명이 읍, 5만~50만 명이 시, 50만 이상은 대도시
로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활용 형태, 거주민의 직업종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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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초고령 사회’
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의 3 지역을 제외하고 노인인구가 27.3%이상 되는
지역은 모두 도에 속한 17개의 군이 이에 해당하였다(통계청, 2009).
노년기에 극복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질병, 빈곤, 배우자·친척·친구 사망, 비자발적 은퇴, 가족 내
역할상실에 적응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독적으로 찾아온다기보다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복합적이며 다중적인 정신적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우울증과 같은 위협적인 정신건강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살률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노
인 우울증은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OECD 국가 중 자살 증
가율 1위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1996년 28.6명에서 2006년 72.1명으로 약 2.5배가 증가하였다(중앙일보, 2008). 우울증의 경우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 베이비부머의 우울증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서 이들이 은퇴
할 경우 노인 우울증의 유병률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Gellis, 2006).
노인 우울증은 개인적 및 사회적 유발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뚜렷한 유발
인자 없이 비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나타내어 노화의 일부로 간주되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신체적 쇠퇴는 정신건강 수준의 저하로 이어져 우울증을 나타낸다. 우울증 자체가 원
인이 되어 자살, 사회적 관계의 축소, 정신 및 신체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매우 세
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한 질환이다.
노인 우울증은 노화의 일부로 간주되어 주변에서 당연시 하거나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기질성 질환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도 있어 진단 및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노인들은 자신의
증상을 신체화하여 보고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제때 진단 및 치료
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노인의 경우 노년기 특유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가족이나 사회관
계망 수준이 낮고,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예측요인을 찾아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를 경험하면서, 도시집중 인구현상으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가 대도시와 주변 작은 도시(위성도시) 중심
으로 집약되어 신기술이나 직업의 재교육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중소 도시형 농어촌이나 시골형
의 농어촌에 남게 되어 성인자녀와의 관계망이 열악하며 이들로부터 받은 비공식적인 지지망 수준이
낮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배우자 사별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공식적
인 사회적 관계망보다 성인자녀에게 더 많은 지지망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정경희 외, 2005). 따라
서,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의존하는 도시 노인에 비해, 경제적 현실이 열악한 농어촌 노인들은 높
은 성인자녀 관계망 수준을 형성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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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도시 노인보다 낮기 때문에 농어촌의 우울증 유병률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echakra-Tahiri, 2009; 이현주 외, 2008; Blazer, 2007; 고현남 외,
2001).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증 위험인자로 경제적 상태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어촌 노인의 정
신건강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도시 노인은 만성질환의 수가 적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료시설의 접근이 쉬워서 건강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여 건
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농어촌 노인보다 자주하는 경향이 있다(오승환·윤동성, 2006; 고현남 외,
2001).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 모두가 성인자녀와의 관계망 수준이 높았지만, 도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더 높은 편이며, 농어촌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기보다는 연락을 자주하
는 경향이 있었다(이혜자·박경애, 2009; 김수현 외, 2008; 오승환·윤동성, 2006).
기존의 연구에서 지역적인 특수성과 표본의 차이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노인 우울증과 성인자녀
및 사회적 관계망의 연구 결과가 상충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미시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만남, 연락, 참여숫자 등을 활용하여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많은 진전이 없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인구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자본의 조작적 정의로 하여 도시 노인과 농어촌 노인에 있어서 이들이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도시 노인의 이익사회와 농어촌 노인의 공동사회라는 환경
적 요인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노인 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관련 변인, 건강행위,
향후 예측 및 만족도, 성인자녀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을 비교하여 차이를 살펴보고, 우울증의 예측 요
인으로 사회자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술적 분석에서 도시지역 노인은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이 높으며, 농어촌지역 노
인은 비공식적인 관계망에 해당하는 성인자녀 관계망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기술적 분석에서 열악한 농어촌 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보다 만성질환 수가 많고, 건강
행위를 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다변량 분석에서 농어촌지역 노인모델의 경우, 성인자녀관계망이 우울증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 관계망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도시지역 노인모델의 경우, 성인자녀관계망이
우울증 수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사회적 관계망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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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
우울증2)은 노인의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우울증의 유병률
은 10%대에서 80%대까지 큰 범위를 나타내었다(Blazer, 2007; Davis-Berman, 1995). 이러한 비
율은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 거주 노인들 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따라서 전체
노인의 유병률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도시 및 농어촌 우울증 연구에서 대다수의 경우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이 높다(Mechakra-Tahiri,
2009; 오병열 외, 2009; 윤명숙, 2007; 오승환·윤동성, 2006; 손신영, 2006; 이수애·이경미,
2002; 고현남 외, 2001). 캐나다 퀘백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13.7%(4.2%의 중증
+14.7%의 경증)이었고, 대도시에 사는 노인(10.3%)이 중소도시(15.1%)나 시골에 사는 노인(17.0%)보
다 더 낮게 나타났다(Mechakra-Tahiri, 2009).
전라북도 농촌 지역(김제, 순창, 임실, 남원)과 도시(전주) 노인을 비교 했을 때, 농촌 지역의 우울수
준이 도시보다 높았고(윤명숙, 2007), 경상도 지역 노인을 표본으로 하여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서도 집단 간의 우울증을 비교했을 때 농어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높
았고 통계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손신영, 2006).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우울 수준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어 두 지역 모두에서 노년기의 정신건
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우울증 비교조사에서 농어촌 노인들이
우울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다(오병열 외, 2009).
거제시의 농어촌 지역 노인 만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 유병률은 남자 74.3%, 여자 84.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가 하면(고현남 외, 2001), 전남 무안군 거주 노인의 우울증은 경도 우울증이
27.8%, 중도 우울증이 13.9%, 심도 우울증이 10.2%로 51.9%가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이수
애·이경미, 2002)되어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 도 편차가 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DSM-IV에 의하면 주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고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러한 주요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아울러 다음의 증상 중에서 여러 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즉, ① 체
중 감소(혹은 증가), ②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③ 흥분 또는 지체, ④ 피로 또는 의욕상실, ⑤ 무감치감 혹은 죄책감, ⑥ 집중력 저하, ⑦
죽음과 자살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이 추가되어야 한다(권석만, 2000). 우울증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만
성질환, 가족 간의 불화나 생활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질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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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자본(Social Capital)
우리나라는 현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도·농간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대도시에 자
본과 시설을 집약하여 수출 산업형 경제구조로 순식간에 현대산업사회를 맞이하였다. 도시는 교육수
준이 높고 새로운 기술습득이 가능한 인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도시의 생산가능인구와 농어촌의 노
인인구로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 최근 산업사회에서 통신기술의 정보사회로 이동하면서, 지리적 의
미의 사회구조에서 기능적 이익사회로 전환되었지만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간극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사회자본과 정신건강(우울증)수준을 조명하
는 것은 도시 인구집중현상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사회자본은 폭 넓은 이론적 관점이며, 거시적으로는 규범(norm), 제도(institution) 등을 지칭하며
미시적인 정의는 관계망(network), 신뢰(trust)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진미정 외,
2009).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
람과 신뢰를 쌓고 위기 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말하며 신뢰와 호혜성(reciprocity)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회자본 중에서 관계망(network)은 개인과 집단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
로만 설명되지 않는 인간행동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즉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이나 소속감에서 비롯되는 정체성 의식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
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Simon, 1957). 인간행동은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
고 행동하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기본으로 사회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자본으로서의 관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폐쇄적이고 지역 간에 이동이 크지 않
는 농어촌 등과 같은 1차적 공동체 집단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강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strong ties)’
이다. 지역공동체 성향이 강한 농어촌 지역에서 성인자녀와 같은 가족연고 중심의 관계
망을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역동적
인 경제발전은 다분히 인맥, 혈맥과 같은 연고주의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점에서‘사회자본’
의 성격을
띄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고립된 소수민족의 기업 운영방식,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뢰에 바탕을 둔 자본 형성 등의 예가 여기에 속한다(Portes, 1998).
둘째,‘약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
은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아닌 가벼
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Granovetter, 1974). 가족관계와 같
은 친밀한 관계형성이 오히려 사회적 자본을 축척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도시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정보교환을 주로 하는 주변 직장 동료를 통해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든지, 도
시 노인들이 자주 보게 되는 동년배노인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어 지역사회복지관의 가정상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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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설을 이용하고, 의료정보를 얻어 병의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미시적관점에서 성인자녀 및 사회적 연결망으로 정의하고 특정 개인이 몸
담고 있는 지역, 단체, 조직, 집단, 가족 등과 같은 관계망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의 총 집합체라고 개념화하였다. 도시거주 노인은 도시화 물결 속에서 서구문화의 특징인 개인주의적
성향에 의해 이익 중심의 단체, 즉 정당 활동, 학교 동문 등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구성할 기회가 많다.
따라서 도시 노인은‘약한 연대의 강함’
에 의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것이다. 농어촌 노인은 지리적
지역공동체 성향이 강하여 가족, 이웃, 친척 등과 같은 비공식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정서적, 경제적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강한 연대의 강함’
에 의해 사회적 자본을 축
척할 것이다.

3. 성인자녀 및 사회적 관계망3)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성인자녀와의 관계망은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정도가 높고 긴
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 노인들의 관계망이 더 높은 경향이 형성하고 있었다. 도시(순천시)와
농·어촌(함평군, 신안군)간의 조사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할수록 농·어촌 지역
에 비해 자녀들을 자주 만나는 비율이 높았으며,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정도와 연락빈도에서는 집단 간
의 차이가 없었다. 어촌지역 노인은 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연락빈도가 약간 높았다. 이것은 도서지
역(신안군)이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자녀 방문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이며, 오히려 자녀로부
터의 연락은 도서지역 노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자주 받았다(오승환·윤동성, 2006).
성인자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여전히 노인의 지지망 중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에서 성인자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즉, 농어촌 여성
독거노인은 이웃과 자주 만나지만, 전화를 하거나 친밀감 느끼는 대상은‘성인자녀’
라고 응답하였다
(김수현 외, 2008). 전국 농촌 생활지표 조사마을 중에서 계통추출된 표본 조사에서도 농촌 여성노인
의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을 이루는 것은 고독감이었지만, 가족관계 신념, 지역사회활동 참여정도, 자
녀의 도움 및 지지 또한 유의하게 상관을 이루고 있었다(양순미 외, 2007).
경기도 지역 면단위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와 연락과 만나는 횟수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전화연락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과 같은 구성개념과 혼용해서 사
용되기도 하지만 이론적 혹은 조작적 정의가 다르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들 간의 연결고리이며, 따라서 강도(strength)의해 좌우되며
강도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 연결고리 간의 기회와 제약(constraint)의 정도가 중요하다. 사회적 통합은 개인이 보다 큰 사회구조
에 어느 정도 긴밀성을 갖고 있는지에 의해 결속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실제 받은 지지(received social support)와 예상되
는 도움(perceived social support)으로 정의하는가 하면,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지지 등으로 정의된다(진미정 외, 2009;
Moren-Cross & Lin, 2006; 사회적지지연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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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서 가장 높았고, 월 1회 미만 만난다고 대답한 비율이 30.0%로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자녀의 지지에 대한 기대정도를 보면, 정서적 지지(59.1%)가 가장 높은 비율이며,
경제적 지지(39.3%), 도구적 지지(37.4%)의 순이었다(이혜자·박경애, 2009).
사회적 관계망은 직·간접적으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나타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어 우울증을 낮추게 된다(박순미, 2010; 강선경, 2009; 노병일·모선희, 2007; 정순둘,
2005). 결혼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 우울증이 낮게 나타나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
한 요소이었다(Mechakra-Tahiri, 2009). 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에
서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우울 수준, 사회활동 참여정도(친한 사람과 만난 정도, 여가, 종교, 친목 참여
정도), 자녀연락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농촌지역 노인 모델에서
는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이었다(박순미, 2010). 우울증 노인을 표본으로 수
행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사회적 지원을 받을수록 우울증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선경, 2009), 대전시 노인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 결과 자녀·친척 연락이 많을수록,
가족·친구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공식적 사회유대관계가 깊을수록, 지역사회와 신뢰가 높을수
록 우울수준이 낮았다(노병일·모선희, 2007).

4. 사회인구학적 변인
통계청(2007, 2009)발표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3%인데, 농
어촌이 18.6%이나 되어 도시의 7.2%에 비해 농어촌이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 학력이 낮았고 노동인구의 선별적 도시이주현상으로 농어촌이 단독, 부부단독 노인세대의 비율
이 높았다. 또한, 높은 사회적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노인은 접근의 용이성,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영남일보,
2007). 전체 의료기관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도시지역에 82.9%가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농어촌
11.1%, 도시형 농어촌 5.5%, 준농어촌 0.5%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도시지역에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다(통계개발원, 2008).
사회인구학적으로 열악한 계층일수록 우울 수준이 대체로 높다. 우울의 위험인자는 높은 연령, 여
성, 저 학력, 저 소득으로 조사되었다(Mechakra-Tahiri, 2009; 이현주 외, 2008; 윤수진 외, 2002;
고현남 외, 2001).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수준은 우울 정도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고현남 외, 2001). 노인 우울증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고 노인 연령 자체에서
도 중기, 후기노인이 초기노인보다 높았다(이금자·이현지, 2008). 우울증은 노인자살을 예측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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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위험인자이며(황미구·김은주, 2008), 우울증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
우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상승하며, 75세 남자노인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Schefft and Lehr,
1990). 동거가족 수가 적고, 의료보호 대상자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우울증의 유병률이 높
아서, 열악한 사회인구계층의 문제이기도 하다(이현주 외, 2008).

5. 건강관련 변인
질병과 지역 간의 비교연구에서 도시지역 노인이 비교적 더 건강하고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으며 삶
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윤명숙, 2007). 최근 건강을 생각하여 전원주택, 귀농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이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해 온 토착 농어촌
지역 노인은 만성질환의 유병조차 알지 못하고 질병을 일상 생활화하여 살아가는 비율이 높다. 전남지
역에서 도시와 농촌의 비교연구에서 농촌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9.1%로 도시 노인의 85.3%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었고,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데에 따른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 비용도 많이 들고 있
다는 응답이 농촌 노인이 훨씬 높았다(오승환·윤동성, 2006).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 노인표본조사에서 스스로 평가한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경우와 지난 보름간
몸이 아픈 적이 있는 경우가 우울정도와 유의하게 높아 신체적인 상태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현남
외, 2001).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증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우울증이 높았고(정순둘,
2005), 부천시의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우울증 수준이 높았다(윤수진 외, 2002).

6. 건강행위, 향후 예측 및 만족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 수준과 관련성이 높지만, 건강행위(즉, 흡연, 음주, 운동)의 실천 여부
에 따라 우울증을 통제가 가능하다. 도시지역 노인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
우울증을 예측하는 요소이여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정신 병리의 원인이 된다는 사회원
인이론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요인을 통제하고 건강행위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우울
증에 대한 그 영향력이 감소되어 건강행위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흡연과 신체활동이 우울
증에 강력한 예측인자이었고, 흡연을 지속하고 있을수록 우울증의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이현
주 외, 2008). 재가 거주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자기효능, 지각된 건강
상태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나서 우울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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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김귀분, 2006).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김귀분 외, 2008), 우울 증상은 노
인 정신건강에 있어서 매개 역할이나 완화 역할을 하기도 하여 우울증은 다양한 기전으로 노인인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Vitaliano, et al., 2009; 박봉길·전석균, 2006; 박형숙·박경연, 2008).
경상북도의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했을 때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우울이 가장 높은 순이었다. 도시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의 경우 삶의 질에 있어서 경제적 상태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신영, 2006). 생활만족도 중에서 경제적 만족 수준은 우울
증과 관련이 깊었다. 전남 무안군 농촌 노인의 우울증의 예측요인으로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중요한 요
소이었다(이수애·이경미, 2002). 농촌 노인의 빈곤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의해 우울증이 유
발되거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이어진다면, 열악한 의료기관의 현실과 함께 만족도
는 더 낮아질 것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도시지역 노인은 자녀와 연락을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향이 있어서 농촌지
역 노인보다 자녀관계망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농촌지역 노인은 지리적으로 멀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대상은 이웃, 친척보다 성인자녀가 훨씬 중요하였고, 실제로 자
주 전화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으로 열악한 계층일수록 우울수준이 여전히 높아서
사회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역 간의 우울증 유병률을 보면 농어촌 노인일수록 더 우울한 경향이 있었고, 열악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될 경우 우울증 수준은 더 심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노인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적 개입 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시
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도시지역 노인이 건강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서 건강행위를 더 실
천하는 경향이 있었고, 본 연구에서 고려한 향후 삶의 예측과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표본으로 수행된 연구이어서 표본 집단의 차이 때
문에 상이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여, 전체 노인인구에 대한 일반화 어려움이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 실시한 전국주택표본을 1차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에서 성인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제주도를 제외한 65세 이상 총 2,754명을 표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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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620명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도시 노인으로 하였고 1,134명의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를 농어촌 노인으로 하였으며, 중소도시 거주는 제외하였다. 일부 광역시나 중소도시에도 행정구역 상
읍면이 있지만, 이들은 소득, 직업, 연령 등으로 볼 때 도시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자료는 인구, 가족, 건강, 소득,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등 상당히 포괄적인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패널조사와 비교
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향후 wave가 늘어날수록 종단적 비교설계 가능한 매우 높은 수준의 체계적 표
본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및 변인 선택
SPSS 17+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카이자승 , t-검증, Two-way ANOVA)과 다변량
로짓 회귀분석을 위해 다음의 변인을 선택하였다.

1) 사회 인구학적 요소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65~69, 70~74, 75~79, 80+), 학력(무학, 초등학교, 중/고등학
교, 전문대 이상), 종교유무, 결혼상태(혼인 중, 사별/이혼 등), 고용형태, 소득(0~999만원,
1,000~1,999만원, 2,000~2,999만원, 3,000~4,999만원, 5,000만원+), 주택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기타), 세대 수 구분(단독, 부부, 2~3세대/기타)을 포함하였다.

2) 건강관련 변인
주관적 건강상태는‘매우 좋음~좋은 편’
,‘보통’
,‘나쁨~매우 나쁨’
으로 평가하였으며, 만성질환
수는 가장 빈도가 높았던 3가지 질병, 즉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수를 합산하여‘없음’
,‘1개’
,‘2개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 제한 변인은‘매우 그렇다(=1)’
,‘그런 편이다(=2)’
,‘그
렇지 않은 편이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로 측정하였다. BMI는‘고도 비만~과체중’
,‘정상’
,
‘저체중’
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의 평가는 10개 항목의 단축형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4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
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를 1점으로 하여‘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7일 정도)’
를
4점을 부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수준이며, 긍정적인 3문항은 역점수를 환산하여 총점
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
s alpha 값은 0.84로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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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우울증 여부 더미 변인은 우울증의 임상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있음’
,‘없음’
으로 구분하였다.

3) 건강행위, 향후 예측 및 만족도
건강행위 변인은 규칙적 운동여부(1회 이상/주)(=예/아니요), 평소 음주여부(=예/아니요), 현재 흡연
여부(=예/아니요)의 3가지 더미변인을 만들었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건강행위 변인지표를 구성하여 3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의료기관 사용은 지난 1년간 방문횟수를 치과 방문, 보건소 방문, 한방 방
문, 병/의원 방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유산증여 가능성은‘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생각했을 때, 나는 1억원 이상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에 대한 응답으로‘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0)’
에서‘그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100)’
의 범위 점수를 고려하였다. 향후 생활수준은‘나는 앞으로 생활수준이
점점 더 낮아질 것 같다’
에 대한 대답으로‘그럴 가능성이 없다(=0)’
에서‘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
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이다. 만족도 점수는 자신의(건강, 경제, 배우자와
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년배와의 비교)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의 6개 영역 점수를 합산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4) 성인자녀 관계망
성인자녀와 시간적 거리는‘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자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
까?’
에 대한 질문으로 적어도 자녀가 한 명이상 있는지 여부에 의해‘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
간 이내’
,‘2시간 이상’거리의 4개의 더미변인을 만들었다.
성인자녀와 연락빈도는‘전화, 편지 또는 전자메일, 메일 등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십니
까?’
의 질문에‘거의 매일,’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의 7개 더미변인을 만들었다.
성인자녀와 만남빈도는‘자녀분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얼굴을 보십니까)?’
에서‘거의 매일
(일주일 4회 이상),’에서‘1년에 5~6번(2개월에 한 번 정도)’
까지 8개의 더미변인을 구성하였다. 마
지막으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금전/비금전적 지원은 ①금전적 지원 여부, ②금전적 지원금, ③비금
전적 지원 여부, ④물질적 지원 받은 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성인자녀 관계망 지표는 다음의 11개 영역을 각각 1점씩으로 하여 최대 점수 11점의 점수를 합산한
지표로 구성하였다. 즉, ①적어도 한 명이상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②~③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거리에 살고 있는 경우, ④~⑥같이 살고 있지 않은 적어도 한 명 이상
의 자녀와 (거의 매일,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연락하고 있는 경우, ⑦~⑨같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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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와 (거의 매일,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나
는 경우, ⑩자녀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⑪자녀로부터 비금전적인 지원이 있
었던 경우의 총 11가지 관계망을 포함하였다.

5) 사회적 관계망
사회 관계망은‘다음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의 단일 질문에 응답으로 6개
영역(①종교모임, ②계 모임이나 노인정 등의 친목모임, ③노인대학 등의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
의 모임, ④동창회/향우회/종친회의 모임, ⑤자원봉사의 모임, ⑥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의 모임)의
복수응답에서 채택되었다.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모임은 친목모임(43.7%)이었
고, 종교모임(22.5%)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 4가지 영역은 동창회/향우회/종친회(9.2%), 여가/문
화/스포츠(노인대학 등) 관련단체(3.2%), 자원봉사(1.3%),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0.2%)의 순이며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다. 이러한 6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대 6점 사회 관계망지표로 구성하였
다. 성인자녀관계망 지표와 사회적 관계망지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되었다.

Ⅳ. 연구결과
1. 기술적 분석 결과
<표 1>에서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비교에서 유의한 변인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노인 가운데
결혼하고 있는 비율과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월세로 살고 있는 비율이 높고 부부
단독세대의 비율이 도시 노인보다 높았다. 반면에, 도시 지역의 노인 일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으
며 2~3세대와 같은 다세대 가구의 비율이 농어촌 노인보다 높았다.
농어촌 노인의 64.9%가 소득이 연간 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거의 2/3이상이 빈곤가구이며 2
천만원 미만까지 합친다면 농어촌 노인의 무려 82.8%가 포함되었다. 또한, 농어촌 노인의 48.8%가
무학이라고 응답하였고, 대도시 노인(27.2%)과 비교하면 21.6%나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높았는데, 도시 노인에 비해
소득이 높기 때문이기 보다는 이동하기가 어려운 농어촌 노인들은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동일한 주택
에서 거주하여 왔거나, 농어촌의 집값이 싼 편이어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 수 구분에서 농어촌 노인일수록 단독 가구, 부부 단독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도시 노인의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325

<표 1> 사회 인구학적 비교
변수명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 상태

고용 형태

소득구분 (만원)

주택소유형태

세대수 구분

변수 항목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남자

683(42.2)

504(44.4)

여자

937(57.8)

630(55.6)

65~69

626(38.6)

395(34.8)

70~74

457(28.2)

332(29.3)

75~79

289(17.8)

223(19.7)

80 +

248(15.3)

184(16.2)

무학

440(27.2)

553(48.8)

초등학교

568(35.1)

380(33.5)

중·고등학교

472(29.1)

176(15.5)

전문대 +

140(8.6)

25(2.2)

있음

972(60.0)

505(44.5)

없음

648(40.0)

629(55.5)

혼인 중

999(61.7)

765(67.5)

사별, 이혼

621(38.3)

369(32.5)

고용됨

198(12.2)

309(27.2)

되지 않음

1,422(87.8)

825(72.8)

0~999

824(54.7)

720(64.9)

1,000~1,999

244(16.2)

198(17.9)

2,000~2,999

186(12.3)

105(9.5)

3,000~4,999

185(12.3)

61(5.5)

5,000이상

68(4.5)

25(2.3)

자가

1,114(68.8)

1,012(89.2)

전세

237(14.6)

41(3.6)

월세·기타

269(16.6)

81(7.1)

단독

244(15.1)

190(16.8)

부부

632(39.0)

563(49.6)

2~3세대·기타

744(45.9)

381(33.6)

χ
²
(p)
1.42 (0.23)

4.43 (0.22)

185.52 (0.00)

64.17 (0.00)

9.72 (0.02)

100.28 (0.00)

57.50 (0.00)

163.39 (0.00)

43.42 (0.00)

경우 2~3 세대의 비율이 높았다. 농어촌 노인의 무려 66.4%가 단독 가구 혹은 부부단독 가구에 이어
서 축소되고 있는 가족 지지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질병이나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가족의 지지를
받아 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였다.
<표 2>은 두 집단의 건강관련 변인의 비교이다. 유의한 결과를 보면, 도시집단에서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 제한의 있었다는 비율이 높았고, 만성질환(즉,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수가‘1개’
,‘2개 이상’
의 비율이 높았으며 BMI지수에서도‘고도 비만~과체중’
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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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관련 변인
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 제한

BMI

변수항목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매우 좋음~좋은 편

361(22.3)

205(18.1)

보통

547(33.8)

356(31.4)

나쁨~매우 나쁨

712(44.0)

573(50.5)

없음

536(33.1)

434(38.3)

1개

922(56.9)

616(54.3)

2개 이상

162(10.0)

84(7.4)

평균(표준편차)

2.44(0.9)

2.36(0.9)

고도비만~과체중

790(48.8)

424(37.4)

정상

720(44.4)

607(53.5)

저체중

110(6.8)

103(9.1)

CES-D10 점수

평균(표준편차)

17.32(5.4)

17.64(5.0)

CES-D10을 통한
우울증 여부

있음

677(41.8)

554(48.9)

없음

943(58.2)

580(51.1)

χ
²
/t(p)

13.08(0.00)

10.91(0.00)

2.50(0.01)

35.54(0.00)

-1.56(0.12)
13.46(0.00)

주 : 두 집단이 기능장애(ADL, IADL)가 거의 없으며 또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어 제시되지 않았음.

관련 변인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도시 노인들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가‘매우 좋음~좋은 편’
의 비율
이 농어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10문항의 우울증 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p=0.21), CES-D10점수를 통하여 우울증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우울증
이 있는 경우가 두 집단모두 매우 높은 비율이며, 농어촌 집단(48.9%)이 도시(41.8%) 집단보다 높았
다(p=0.00).
<표 3>에서 도시 집단에서 규칙적인 운동의 비율이 높았고 치과, 병/의원 방문 횟수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농어촌 집단에서 보건소 방문 횟수가 도시 집단 보다 4배 이상 높아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서 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삶의 예견으로써 1억 이상 유산증여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
문에서는 예상대로 도시가 높았고,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농어촌 집단이
4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약 38%의 도시 집단보다 높았다. 만족도 점수는 오히려 농어촌 집단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P=0.02).
<표 4>에서 농어촌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 대중교통 수단에 의한 근접성이 나쁘게 나타났다4). 1시
간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시간으로 갈수록(1시간 이내 → 30분 이내) 도시 집단 노인의 비율이 높았
으며, 2시간 이상 거리일 경우 농어촌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도시에 살고 있을수록 근거리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 모든 자녀가‘30분 이내’
에 살고 있으면, 한 번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2명의 자녀가 있어 1명은‘30분 이내’다
른 1명은‘1시간 이내’
에 살고 있으면,‘30분 이내’
와‘1시간 이내 ’
의 2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며, 연락빈도와 만남빈도 역시 같은 방
식으로 복수 응답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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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행위, 향후 예측 및 만족도
변수명

변수 항목

규칙적 운동여부
(1회 이상/주)

예

652(40.2)

174(15.3)

아니요

968(59.8)

960(84.7)

예

453(28.0)

336(29.6)

아니요

1,167(72.0)

798(70.4)

평소 음주여부

현재 흡연여부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예

248(15.3)

204(18.0)

아니요

1,372(84.7)

930(82.0)

χ
²
/t(p)
197.02 (0.00)

0.91 (0.34)

3.50 (0.06)

치과 방문횟수

평균(표준편차)

2.27(6.4)

1.64(6.0)

2.63 (0.00)

보건소 방문횟수

평균(표준편차)

0.96(4.1)

4.69(14.3)

-9.91 (0.00)

한방 방문횟수

평균(표준편차)

3.63(13.5)

2.91(14.5)

1.35 (0.17)

병/의원 방문횟수

평균(표준편차)

8.39(17.1)

6.96(17.2)

2.15 (0.03)

향후 유산(1억 이상)

평균(표준편차)

27.09(35.6)

22.26(30.5)

3.72 (0.00)

향후 생활수준(부정적)

평균(표준편차)

37.81(27.1)

43.11(25.0)

-5.21 (0.00)

만족도 점수

평균(표준편차)

256.59(100.4)

265.45(93.44)

-2.3 (0.02)

<표 4> 성인자녀와의 시간적 거리(복수 응답)
변수명

변수 항목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있음

532(32.8)

301(26.5)

없음

1,088(67.2)

833(73.5)

있음

829(51.2)

437(38.5)

없음

791(48.8)

697(61.5)

있음

626(38.6)

456(40.2)

없음

994(61.4)

678(59.8)

있음

767(47.3)

787(69.4)

없음

853(52.7)

347(30.6)

30분 이내 거리

1시간 이내 거리

2시간 이내 거리

2시간 이상 거리

χ
²
(p)
12.53 (0.00)

42.89 (0.00)

0.69 (0.41)

131.97 (0.00)

살고 있는 자녀수가 많았으며,반대로 농어촌에 살고 있을수록 원거리에 살고 있는 자녀수가 많았다.
대도시에 살고 있을수록 근거리에 살고 있는 자녀와의 접촉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고 보면, 도시 노
인이 자녀와의 접근의 용이성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자녀들이 교육수준이 높아 취업을 위해 대
도시 혹은 위성도시로 이동을 하였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세대일수록 자연스럽게 자녀세대와 성
인자녀관계망이 높다는 점이다.
<표 5>의 결과에서 도시 노인일수록 더욱 빈번하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면, 자주 연락하는 사례에 해당되는‘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는 대도시
가 높은 반면, 연락이 뜸하거나 거의 연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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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인자녀와 연락빈도(복수 응답)
변수명
거의 매일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3번 정도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변수 항목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함

286(17.7)

139(12.3)

안함

1,334(82.3)

995(87.7)

함

705(43.5)

427(37.7)

안함

915(56.5)

707(62.3)

함

570(35.2)

370(32.6)

안함

1,050(64.8)

764(67.4)

함

644(39.8)

614(54.1)

안함

976(60.2)

520(45.9)

함

319(19.7)

409(36.1)

안함

1,301(80.3)

725(63.9)

함

122(7.5)

112(9.9)

안함

1,498(92.5)

1,022(90.1)

함

144(8.9)

156(13.8)

안함

1,476(91.1)

978(86.2)

χ
²
(p)
14.89 (0.00)

9.48 (0.00)

1.94 (0.16)

55.68 (0.00)

91.99 (0.00)

4.72 (0.03)

16.28 (0.00)

<표 6> 성인자녀와 만남 빈도(복수 응답)
변수명

변수 항목

거의 매일
(일주일 4회 이상)

예

123(7.6)

93(8.2)

아니요

1,497(92.4)

1,041(91.8)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달에 2번 정도
(2주에 한번 정도)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3~4개월에 한번정도)
1년에 5~6번
(2개월에 한번 정도)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예

294(18.1)

135(11.9)

아니요

1,326(81.9)

999(88.1)

예

186(11.5)

120(10.6)

아니요

1,434(88.5)

1,014(89.4)

예

619(38.2)

334(29.5)

아니요

1,001(61.8)

800(70.5)

예

376(23.2)

208(18.3)

아니요

1,244(76.8)

926(81.7)

예

412(25.4)

450(39.7)

아니요

1,208(74.6)

684(60.3)

예

509(31.4)

530(46.7)

아니요

1,111(68.6)

604(53.3)

예

399(24.6)

410(36.2)

아니요

1,221(75.4)

724(63.8)

χ
²
(p)
0.34(0.56)

19.77(0.00)

0.55(0.46)

22.60(0.00)

9.46(0.00)

63.00(0.00)

66.62(0.00)

42.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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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일 년에 1~2번 정도’
,‘일 년에 3~4번 정도’
는 농어촌이 높았다. 농어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
다 거리상으로 자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 때문에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자주 연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 노인보다 연락빈도가 낮았다. <표 6>은 적어도 한 명의 성인자녀와 어느
정도 만나고 있는지의 결과이다. 대도시 노인일수록 만나는 횟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거의 매일”
성인자녀와 만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90%이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면,‘1년에 1~2번 정도 봄’
을 중심으로 자주 만나는 항목으로 이동할수
록(1~2번/년 → 2번/월→ 1번/월 → 1번/주) 도시 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덜 만나는 항목으로 이동할
수록(3~4번/년 → 5~6번/년) 농어촌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표 2>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대도시 노인일수록 자녀와 근거리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자주
만나는 자녀수가 많거나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농어촌 지역 노인은 도
시지역 노인보다 덜 연락하고 덜 만나고 있어서 농어촌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자녀와 고립되어 있고 정
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
변수명
금전적 지원 여부 (비정기적)
금전 지원금 (비정기적)
비금전적지원 여부
물질적 지원 받은 수

변수 항목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있었음

896 (55.3)

824 (72.7)

없었음

724 (44.7)

310 (27.3)

연평균 금액 (표준편차)

113.03만원 (154.3)

128.44만원 (161.4)

있었음

375 (23.1)

402 (35.4)

없었음

1,245 (76.9)

732 (64.6)

개수(총계) (표준편차)

3.14 (2.47)

3.86 (3.06)

χ
²
/t(p)
85.68 (0.00)
-2.02 (0.04)
49.84 (0.00)
-3.58 (0.00)

<표 7>의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지원결과에서 농어촌 노인이 경제적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도시 노인보다 금전/비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비율과 액수가 높았다. 비정기적으로 받았던 금
전적인 지원금은 농어촌 노인이(약 128만원) 도시 노인(약 113만원)보다 높았다. 전체 물질적 지원 받
은 수 또한 농어촌이 높았다(약 4개 vs. 약 3개).
<표 8>에 의하면 친목 모임(계모임, 노인정 등)은 두 집단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영역이었으며,
농어촌 집단에서‘일주일에 1~4번 이상’
이 46.2%이고 도시집단이 40.6%나 되었다. 종교모임 참여횟
수는 도시 노인이 더 자주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활동은 개인의 종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활발한 사회적 참여의 한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종교 모임
에 자주 참석하여 사회적 관계에 더욱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도시에 살수록 종교시설이 많고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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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임 참여 횟수
변수명
친목 모임
(계모임, 노인정 등)
참여 횟수

종교 모임 참여 횟수

변수 항목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일주일 1~4번 이상

285 (40.6)

246 (46.2)

한 달에 1~2번

363 (51.7)

205 (38.5)

일 년에 1~5,6번

44 (6.3)

79 (14.8)

거의 활동하지 않음

10 (1.4)

3 (0.6)

일주일 1~4번 이상

321 (73.5)

116 (65.5)

한 달에 1~2번

72 (16.5)

27 (15.3)

일 년에 1~5,6번

38 (8.7)

32 (18.1)

거의 활동하지 않음

6 (1.4)

2 (1.1)

χ
²
(p)

38.13 (0.00)

11.01 (0.01)

주 :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영역은 두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사례 수가 너무 작고 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서 제시
되지 않았다.

<표 9> 사회자본 지표
도시 집단

농어촌 집단

평균(S.D.)

평균(S.D.)

변수명

범위

t(p)

성인자녀 관계망

0~11

3.44(1.92)

3.16(1.89)

3.81(0.00)

사회적 관계망

0~6

0.87(0.85)

0.74(0.77)

4.19(0.00)

문화/스포츠 센터의 이용이 쉽고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등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할 것
이다.
<표 9>는 본 연구의 사회자본의 조작적 개념에 해당하는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
서 도시와 농어촌 노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도시지역 노인이 성인자녀로부터 총
지원받는 수가 많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총 지원 수도 높았다. 성인자녀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우울증 유무와 거주 지역구분(도시/농어촌)을 포함하여 이원변량(Two-way
ANOVA)분석을 하였을 때, 주효과는 있었지만,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즉, 우울증이 있는 경우, 거
주 지역에 상관없이 성인자녀관계망 수가 낮고 사회적 관계망 수도 낮았다.

2. 다변량 분석 결과
<표 10>은 도시 집단과 농어촌 집단에 있어서 임상진단기준에 의한 우울증 여부(예/아니오)에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3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각 단계의 변인들의 영
향력 결과를 제시하였다. 도시 노인 Model 1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10.4%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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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준에서 관련성을 보인 변인으로는 학력, 소득수준, 주택형태, 세대 수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전문대 이상 졸업자에 비해 무학인 경우 우울증을 가지게
될 오즈비(odds ratio)가 3.54배, 초등학교인 경우 2.21배, 중/고등학교인 경우 1.73배 높아서 학력
수준이 낮은 도시 노인일수록 우울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건강관련 변인을 도시 노인 Model 2에
투입했을 때, 13.1%의 설명력이 더 높아졌으며 건강행위지표변인을 제외하고 투입된 모든 건강관련
변인이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한 단계 낮아질수록 1.42배, 만성질환 수가 하나
늘어날수록 1.34배 우울증이 높았다. 최종 도시 노인 Model 3에서 자녀관계망과 사회관계망 지표를
투입했을 때 두 변인은 유의성이 없었으며, 총 23.6%의 설명력 중에서 단지 0.1%의 추가 설명만 나타
나서 관련 변인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사회자원으로서의 자녀관계망과 사회관계망은 도시 노인에
있어서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최종 도시노인 모델에서 학력,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수 등의
건강관련변인과 만족도는 여전히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어 통계적 강건성(robustness)을
나타내었다.
농어촌 노인 Model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 고용되어 있음, 주택형태, 세대 수 변인이 유의성을
나타냈고 약10%의 설명력이었다. 도시 노인 Model 1과 다르게 학력의 영향은 없었으며, 종교가 있거
나, 고용이 되었을 경우에 우울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농어촌 노인은 소득이 낮고 사회적 환경
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이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어촌 노인 Model 2는 건강관련 변인을 투입한 경우인데, 기존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10%이
상 추가로 설명력이 더 높아 졌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족도 변인은 관련이 있었지만, 도시 노인
Model2처럼 만성질환, 활동제한, BMI 변인은 관련성이 없었다. 농어촌 노인 Model 3은 자녀관계망
과 사회관계망 지표를 투입한 최종 모델인데 1%가 추가된 총 21%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두 변인 모
두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강한 영향력 결과는 도시노인 Model 3과 아주 다르며,
또한 농어촌 노인 최종모델에서 종교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3단계 모델 모두에서 강한 관련
성을 보였다.
도시 노인과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 최종 모델을 비교해 보면, 도시 노인은 사회자본이 우울증을 낮
추는데 전혀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농어촌 노인은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우
울 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비록 기술적 분석에서 사회자원의 총량이 도시 노인보다 낮았고, 성인자녀
들과 먼 거리에 살고 있고, 적게 연락하고 적게 만나는 경향이 있었고, 사회적 관계에 덜 참여하는 경
향이 있었지만, 사회적 자본의 축척이 여전히 심리적 안도감이나 정신적 위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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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우울증 예측 로지스틱 모델
변수

도시 노인
Model 1
Exp
(B)

P

Model 2
Exp
(B)

P

Model 3
Exp
(B)

P

1.89

Model 1
Exp
(B)

P

0.16

Model 2
Exp
(B)

P

0.39

Model 3
Exp
(B)

P

절편

0.97

남자

0.85

0.26

1.00

0.97

0.99

0.96

0.99

0.95

1.05

0.79

1.06

0.76

연령

1.10

0.11

1.01

0.92

1.00

0.95

1.02

0.76

1.06

0.42

1.05

0.55

학력구분*

1.55

농어촌 노인

1.23

무학

3.54

0.00

2.57

0.00

2.43

0.00

1.91

0.16

0.92

0.87

0.90

0.84

초등학교

2.21

0.00

1.76

0.05

1.69

0.07

1.44

0.43

0.90

0.83

0.93

0.88

1.73

0.03

1.46

0.17

1.42

0.21

0.78

0.60

0.68

0.45

0.73

0.56

종교 있음

중/고등

1.02

0.87

0.96

0.74

1.00

0.99

0.61

0.00

0.61

0.00

0.65

0.00

결혼 했음

0.83

0.30

1.25

0.29

1.25

0.28

1.05

0.84

1.68

0.05

1.65

0.06

고용되어 있음

1.00

0.98

1.39

0.10

1.38

0.11

0.55

0.00

0.72

0.05

0.73

0.06

소득수준

0.84

0.00

0.96

0.47

0.96

0.49

0.89

0.10

1.06

0.44

1.07

0.36

전세

0.44

0.00

0.74

0.09

0.75

0.10

0.57

0.03

0.95

0.87

0.97

0.92

월세

0.72

0.09

0.79

0.29

0.79

0.27

0.84

0.69

0.96

0.94

0.99

0.99

주택형태**

부부

0.83

0.32

0.77

0.20

0.78

0.23

1.13

0.61

1.08

0.76

1.08

0.77

2~3세대

0.69

0.02

0.74

0.07

0.74

0.08

0.55

0.00

0.65

0.03

0.63

0.02

주관적 건강

1.42

0.00

1.42

0.00

1.73

0.00

1.72

0.00

만성질환

1.34

0.01

1.34

0.01

1.08

0.56

1.09

0.52

활동제한

0.77

0.00

0.77

0.00

1.07

0.49

1.04

0.68

BMI

1.22

0.05

1.22

0.05

0.90

0.35

0.89

0.31

건강행위지표

1.07

0.40

1.08

0.36

1.10

0.36

1.08

0.45

만족도

0.99

0.00

0.99

0.00

0.99

0.00

0.99

0.00

0.99

0.75

0.91

0.01

0.90

0.21

0.82

0.05

세대수***

자녀관계망지표
사회관계망지표
Cox와 Snell의 R-제곱

0.104

0.235

0.236

0.099

0.202

0.210

참조변인 : *전문대 이상, ** 자가, *** 단독
주 : 소득 변인에 138케이스의 결측치가 있었지만, 포함할 때나 제외할 때의 결과 치에 변화가 없었으며 포함시킬 경우가 오히려 모델이
더 안정적이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Ⅴ. 결 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도?농간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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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편중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교통 시설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지만(고속도로, KTX 등) 오히려 수
도권으로의 접근 시간을 좁히는 역할을 하여 의료, 교육 및 여가 시설이 대도시에 더욱 집중되는 흡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9; 부산일보, 2009;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소, 건강관련 변인, 건강행위, 향후 예측, 만족도, 성인
자녀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사회자
본이 우울증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노인은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높고, 농어촌 노인은 비공식적인 성인자녀 관계
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상정한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도시 노인들이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
회적 관계망 둘 다 모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도시 노인은 성인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 즉 2~3세대의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으로‘30분 이내’
,‘1시간 이내’
거리와 같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성인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농촌 노인보다 연락하는 빈도와 만나는 빈도가 모
두 높았다. 이것은 선별적인 인구이동 현상으로 농어촌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신뢰나 정서적 유대관계
를 통한 비공식적 지지기능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또한 도시 노인에 비해 농어촌 노인
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도시 노인보다 더 받고 있고,
생활용품(여행/관광권, 건강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등)과 같은 물질적 지원도 더 받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사회적 관계망이 낮았지만, 농어촌 노인일수록 사회적인 모임 참여(친목 모임, 종교모
임 등 6개 영역) 횟수가 더 낮았다.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개인적이거나 연고가 있는 주로 학연, 혈연,
지연 등에 해당하는 친목이나 종교 모임 등의 모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사회적 이익이나 사회적 환
원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이나 정당 혹은 시민단체 활동은 거의 미미함을 알 수 있는데 코호트 효과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현재 노인 세대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에 관련된 참여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선(善)이나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당 및 시민단체 활동에는 지극히 소득적임을
알 수 있었다.
농어촌 노인의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은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여가선용이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대부분의 레
저스포츠나 사회복지 관련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고령화 속도, 지역특성과 문화적 욕구
파악, 차등화 된 사회복지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복지 시설 등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보다 만성질환 수가 많고,
건강행위를 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두 번
째 가설은 상충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농어촌 노인의 만성질환 비율이 높았지만(오승
환?윤동성, 2006), 본 연구의 농어촌 노인은 도시 노인보다 만성질환 수는 낮았고, 대신에‘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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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편’
의 주관적 건강상태 비율이 도시 노인보다 낮아서, 농어촌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것이라고 설정한 두 번째 가설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농촌지역이 맑은 공기와 같은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도시지역은 혼잡스럽고, 경쟁이 심한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에 도시지역
노인의 만성질환비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노인은 자주 병원에 갈 기회가 많
고 건강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즉 건강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도시 노인은 비만 수준이 높았으며, 건강상태로 인하여 활동에 제한이
높다고 응답하는 사례가 높아서 농어촌 노인보다 비활동적인 생활스타일로 인한 만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된 부분은 도시지역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높았다는 점이다. 도시지역 노인일
수록 규칙적인 운동의 비율이 높고, 치과, 병/의원 방문 횟수가 빈번하였다. 반면에, 농어촌 노인은 보
건소 방문 횟수가 도시 노인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미국의 경우 의료손길이 닿기 취약한 농어촌 지역
에 개업이나 근무를 자청하는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국립 보건 봉사단(The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보건 인력 부족지역
(The Health Manpower Shortage Areas), 의료적인 취약지구(Medically Underserved Areas),
이주 보건 센터(Migrant Health Centers), 농촌 보건 클리닉 조항(The Rural Health Clinics Act)
와 같은 다양한 법률과 조치를 마련하여, 미래 의료인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예를 들어,
적어도 2년 농어촌지역 근무를 의무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Shi & Singh, 2004).
셋째, 다변량 분석에서 농어촌지역 노인모델의 경우 성인자녀관계망이 우울증 수준을 낮추는데 도
움이 되고, 도시지역 노인모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세 번째 가설은 부분적
으로 지지되었다. 최종 우울증 예측모델에서 도시 노인의 경우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의된 사회자본이 우울증을 낮추는 효과가 없었고, 농어촌 집단에서만 우울증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어촌이‘강한 연대의 강함’
에 의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도시보다 강하
며, 혈연이나 지역 연고에 의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교류가 정신건강수준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체 총량으로서의 사회자본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았지만, 농어촌 노인의 성인
자녀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든지, 직접 만나든지 등의 교류활동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관
계망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노인의 성인자녀관계망은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망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즉,
도시 노인의 경우 농어촌 노인보다 훨씬 빈번한 성인자녀와 연락이나 접촉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
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공동사회보다 이
익사회에 살아가면서 대도시의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또한, 대도시 노인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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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대의 강함’
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역시 우울증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
다.
넷째, CES-D10에 의한 점수를 가지고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우울증으로 판
정된 비율이 높았으며 농어촌의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원변량(Two-way ANOVA)분석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
인자녀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이 열악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대다수의 연구결과처
럼,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도시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
점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우울증 수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기울이여야 할 것
이다. 최근 정부가‘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을 보완하여 건강검진 영역에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치매)이
추가되었다. 우울증 예방과 관리체계를 위해 보건교육, 정보제공, 홍보캠페인 등의 충분한 전략이 세
워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상담, 위기가정/아동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자원 관련 상담 및 기관연계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별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이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을 개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최근 정부가 정신건강의 날 행사(4월 4일)에서 정신장애 극
복수기 공모, 정신요양시설 등의 확충을 계획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들은 만성질환과 같은 스트레스로 삶을 비관하여 다른 연령보다 우울증이 높은 경향이 있
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은퇴로 인해 노인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수준이
다른 연령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방 보건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성
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노인과 군 단위에 속해있는 농어촌 노인만을 표본
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부 농어촌 지역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중소도시에도
군단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농어촌 지역노인의 표본으로 추출되지 못하였다. 비록 이들 지역은 주변
대도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와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서 도시형 농어촌 지역에 속하기
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공동체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면 후행 연구에서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횡단적인 연구가 갖는 단점이다.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은 동태적
인 현상이며 한 시점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고령화 패널의 자료가 계속 수집되면
여러 기간(wave)에 걸쳐 성인자녀와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과 사회적 참여의 공식적 관계망을 패턴화
하여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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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절차와 방법) ①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
가능, 수정게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게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
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
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
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일로
부터 한 달이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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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 주제의 명료성과 독창성
2. 논리 및 체계의 일관성과 구체성
3. 선행연구의 검토 정도
4. 학문적 기여도 및 정책활용 가능성

제5장 보칙
제16조(윤리규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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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윤리규칙
2009년 3월 2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칙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투고와 편집 및 심사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GRI연구논총(GRI Review)”
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
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4조(위반보고) ① 논문 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 등의 게재와 관련하여 윤리규칙을 위
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칙의 준수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고자의 신원
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
제5조(구성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한다.
②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제4조의 위반 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의 확
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협조) ① 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칙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대상자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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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명)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10조(제재조치) 원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제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
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해서는 위반판정으로 밝혀지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3. 제제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
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투고자의 윤리준수
제12조(부정행위) 투고 및 게재논문에는 위조·변조·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부정행위로 간
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
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
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할 때,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일탈하여 도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인용 및 참고표시)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 각
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
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투고) 논문 투고자는 이전에 출판 혹은 게재되었던 자신의 연구물을 동일하게 투고하거나 혹은 타 학
술지 등에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동일한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재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연구의 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등 상당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편집위원의 윤리준수
제16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
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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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한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의뢰시에는 투고자와 현저하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현저하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심사위원의 윤리준수
제20조(기본자세)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존엄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
문의 심사에 있어서 내용을 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책무)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를 통해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나 지나치게 본인의 관점에서 치우쳐서는 아니되며, 객관
적 기준과 근거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독자적인 평가를 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외에는 타인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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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연구논총」
은 경기도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
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투고논문의 기본요건 및 게재절차

1.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연구원 홈페
이지 > 참여마당 > 원고모집 > 투고요령).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
가 결정된다.
3. 투고논문의 원고분량은 도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논문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글)를 이용하여 작성 후 접수한다.
홈페이지 접수 : 연구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고모집 > 투고신청
우편접수 :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경기개발연구원 820호실 편집위원회 간사 담당자 앞
(원고 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E-mail 접수 : editor@gri.kr
접수문의 : 편집위원회 간사, 전화 031-250-3186, 팩스 031-250-3115
5.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로 한다.
6.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7. 논문 편집 기준
용지
A4 기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35mm
머리말₩꼬리말 15mm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도표안 150%

글자모양
글꼴 : 신명조
크기 : 제 목 16(진하게)
소제목 12(진하게)
본 문 10(도표안 10)
각 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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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국문논문의 구성은「1. 1page(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2page(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저자약력)-본문-참고문헌-부록」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단, 영문논문일 경우 1page와 2page 순서를 바꿔서 작성)

1. 1page 작성요령
1) 국문논문 제목작성
(1) 국문논문 제목을 작성한다.
(2) 국문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
기한다.
2) 저자표시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
다(저자들간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이 가능하다).
3) 요약문 및 주제어 작성
(1) 국문저자명 아래로 국문요약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아래에 주제어 5개를 제시한다.
(2) 국문요약은 연구목적·연구방법·연구결과·연구의 시사점·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2page 작성요렁
1) 1page 국문작성과 마찬가지 순으로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를 작성한다.

3. 저자 약력작성
1) 국문저자명(영문이름)과 e-mail을 작성한다.
2) 저자의 최종학력과 주요경력 기재, 현재소속기관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 최근 주요연구분
야(관심분야) 및 논문소개 순으로 작성한다.

4. 본문 작성방법
1) 내용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와 그림에서 <표 1>, <그림 1> 등과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그림 제목은 해당표, 그림의 상단
중앙에 맞추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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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문헌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0)은 …, 홍길동(1990: 25)은 …, Smith(1992: 82~83)는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
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에 쌍반점( ; )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1990 ; Anderson, 1989)에 의하면…
~ 라고 지적하였다(Weeks and Mcmahon, 1973).
~ 나타난다(조선일보. 2009. 1. 1).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표시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외’
, 영문의 경우는‘et al.’
로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1992), Wittrock et al.(1988)
4) 각주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
호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예) ~ 특징이 있다.1)

선-객관적인 전망(a pre-objective view)2)

각주에서 자료 출처를 밝힐 경우, 표기 방법은 인용문헌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5.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인터넷 사이트 순으로 배열한다.
2)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하고, 서명
은「 」
로 표시하고, 서양문헌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경기지역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논집」
, 30: 35~106.
Dryfoos, j.G(1991),“School-based social and health services for at-risk students”
, Urban

Education, 26: 118~137.
3)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서명, 지역: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고,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
헌) 서양문헌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과학기술정책」
, 경기: 대교출판사.
Hilpert. Ulrich(1991),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High tech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published by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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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신문자료일 경우 발행일을 표시한다).
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신
예) http://www.gri.re.kr 경기개발연구원.
조선일보(2009. 1. 1)

■ 기타 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 다음 번부터 약어를 사용
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졸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힌다.
3. 논문의 원고 접수일, 원고 심사완료일 및 최종 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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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기 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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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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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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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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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기 본 2010-17

경기도 ESCO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5,000원

기 본 2008-02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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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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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관련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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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2008-01

팔당호 수질사고 예경보 시스템 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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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사업의 회계기준 정립 및 활용에 관한

기 본 2009-09

도시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및

: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연구

11,000원

흡수효과 증진 방안

11,000원

기 본 2008-17

경기도 시가지확산에 따른 공간적 영향 연구 9,000원

기 본 2009-10

신개발지역의 지역제 운영방안

11,000원

기 본 2008-18

개방화시대의 지역경제정책 확립 방안

9,000원

기 본 2009-11

가구소득을 반영한 가구통행발생모형 개발

9,000원

기 본 2008-19

노인요양인력 욕구 및 특성 비교연구

11,000원

35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3호

GRI간행물 연회원에 가입하시면 경기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저렴
한 가격에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뉴스 발송 및 세미
나 개최 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종 류

제 공 자 료

특별회원

기본, 위탁, 지역연구+정기간행물 2종

일반회원

발간보고서중 7종 선택

연회비

비 고

15만원 정책, 수탁연구제외
5만원

과거자료 포함

기 본 2008-2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기 본 2008-21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

기 본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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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개발연구원 지식정보팀 : ☎ (031) 250-3261
FAX (031) 250-3116
E-mail : eillis@gri.kr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우) 440-290

기 본 2007-25

대도시권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지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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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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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2007-01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홈페이지(www.gri.kr)에서 간행물회원 등록 또는 전화신청
회원기간은 가입시점에서 1년
회비납부(온라인입금) : 한국씨티은행 718-00117-246(예금주)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 개발사업 유형별 환경친화적 개발

9,000원

2006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기 본 2006-01

수도권 미세먼지 모델링 연구

8,000원

기 본 2006-02

마을버스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6-03

경기도 관광부문의 고용창출 효과

8,000원

방안연구

25,000원

기 본 2006-04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9,000원

물순환을 고려한 도시녹지 기능 제고 방안

11,000원

기 본 2006-05

경기도 직주근접 실태분석과 토지이용전략 연구 8,000원

기 본 2007-03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방안

8,000원

기 본 2006-06

중국 동북3성의 발전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9,000원

기 본 2007-04

환경거버넌스 평가에 관한 연구

기 본 2007-02

: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11,000원

기 본 2007-05

경기도 관광인프라 민간유치 활성화방안

9,000원

기 본 2007-06

경기도 기성시가지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모델구축

9,000원

기 본 2007-07

폐기물통계조사 개선방안

9,000원

기 본 2007-08

경기도 빈곤아동 특성분석 연구

8,000원

기 본 2007-09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기 본 2006-07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 본 2006-08

다기준의사결정모형(MCDM)을 이용한 경기도

기 본 2006-09

지능형교통정보 수집체계를 활용한 버스 우선

8,000원

주택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8,000원

신호 도입방안
기 본 2006-10

8,000원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친화지표 및 기준의
적용방안 연구

기 본 2006-11

8,000원

경기도의 유비쿼터스 지자체화를 통한 환경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7-10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개선방안

8,000원

기 본 2006-12

북한의 특구개발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9,000원

기 본 2007-11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연구

8,000원

기 본 2006-13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기 본 2007-12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8,000원

발전방안

9,000원

기 본 2007-13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

기 본 2006-14

하천 생물상 모니터링 기법 적용 방안

9,000원

개선에 관한 연구

11,000원

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6-15

경기도 기종점자료의 신뢰도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7-14

웹 기반 가구통행조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8,000원

기 본 2006-16

경기도 R&D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기 본 2007-15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 연구

9,000원

기 본 2006-17

경기도 지역경제 관측 및 전망 시스템 개발에

기 본 2007-16

일본 경제정책 및 국토정책의 전개과정과

관한 연구

8,000원

11,000원

기 본 2006-18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8,000원

기 본 2006-19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에

성과에 관한 연구
기 본 2007-17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방향 연구

기 본 2007-18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6-20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9,000원

8,000원

도시브랜드 정체성 개발방법론 연구

9,000원

- 경기도 주요 도시 사례

11,000원

기 본 2006-21

경기도내 구도심상권 위축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7-19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8,000원

기 본 2006-22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기 본 2007-20

경기도 시가지확산 지표와 도시계획 시사점

: 국민임대주택의 공간적 입지선택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8,000원

기 본 2007-21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6-23

장소브랜딩 모형 구축 연구

기 본 2007-22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6-24

정부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 : 뉴욕 상수원 수질

기 본 2007-23

경관계획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방안

8,000원

기 본 2007-24

계획적 도시개발 정비를 위한 도시마스터플랜
제도 연구

9,000원

관리제도 심층분석과 한강상수원관리에의 함의

9,000원
16,00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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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2004-11

2005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 본 2005-01
기 본 2005-02

오존경보제 운영 개선방안

8,000원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4-1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연구

8,000원

기 본 2004-14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15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16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9,000원
9,000원

신도시(및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균형을 위한 정책 연구

11,000원

기 본 2004-12

기 본 2005-03

경기도 가구산업육성 마스터플랜

8,000원

기 본 2005-04

경기도 MICE산업 활성화 방안

11,000원

기 본 2005-05

경기도 교통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에

11,000원

9,000원

기 본 2004-17

지방의회의 감시권에 관한 연구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 9,000원

기 본 2004-18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07

경기도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4-19

경기도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기 본 2005-08

경기도내 주차장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20

경기도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09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관한 연구
기 본 2005-06

9,000원

기 본 2004-21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 9,000원

영향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22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 11,000원

기 본 2005-10

경기북부지역 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4-23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의 정책효과분석

기 본 2005-11

경기도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12

경기도의 환경 갈등, 분쟁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기 본 2005-13
기 본 2005-14

2010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11,000원
위 탁 2010-02

주5일수업제 대비 사회적 교육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8,000원

위 탁 2010-03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처리설비 도입타당성 조사

경기도 통합디자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정책동향 연구

11,000원

9,000원

그린캠퍼스 실천매뉴얼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모델개발

17,000원

기 본 2005-15

경기북부 주요 하천 및 지천의 수질오염 조사 11,000원

위 탁 2010-05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

9,000원

기 본 2005-1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

위 탁 2010-07

지방정부 신뢰도 측정 및 강화방안 :

기 본 2005-17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

연구

11,000원
9,000원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기 본 2005-18

경기도 융합기술육성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19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및 관리기준 수립

2009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8,000원

위 탁 2009-01

도시의 재생

기 본 2005-20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9,000원

위 탁 2009-03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기 본 2005-21

도시·지역정책을 위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 본 2005-23

경기도의회 전략적 홍보활동 구축을 위한
미디어 보도 분석연구

9,000원

11,000원

위 탁 2009-05

경기도 내 소수력발전 도입방안

9,000원

위 탁 2009-06

경기도브랜드 및 경기도정 홍보전략 수립을

경기도 주거지개발시 빗물관리 및 도입방안에

2004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기 본 2004-01

수도권 대기질의 지역간 영향분석

기 본 2004-02

경기도 하천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4-03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9,000원

기 본 2004-04

경기도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11,000원

11,000원

기 본 2004-05

경기도 자연공원 지정확대 및 관리방안

11,000원

기 본 2004-06

경기북부 농업가뭄현황 감시기법 연구

9,000원

기 본 2004-07

경기도 버스노선의 비수익성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4-08

경기도 주택유형 다양화를 위한 주택건설시스템
개선방안

기 본 2004-10

도시공원의 불균형 배치 개선방안 연구

위 탁 2009-08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위 탁 2009-10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9-1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시장기유출모형

위 탁 2009-13

13,000원
9,000원

적용방안

9,000원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17,000원

2008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8-01

경관도로의 평가기법 개발방안

11,000원

위 탁 2008-02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방안

11,000원

2007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9,000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9,000원

위 탁 2009-07

9,000원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
연구

위한 연구

9,000원

관한 연구

기 본 2004-09

11,000원

위 탁 2009-04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9,000원

8,000원

기초연구
기 본 2005-22

9,000원

9,000원

방안 연구

8,000원

위 탁 2007-01

경기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8,000원

위 탁 2007-0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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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전략

11,000원

위 탁 2007-03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5,000원

위 탁 2007-04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 확립방안 연구

위 탁 2007-05

위 탁 2007-07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의 발전전략

8,000원

위 탁 2006-14

지식경제시대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의

-대경기만 개발구상 및 전략전망과 과제

8,000원
11,000원
9,000원

8,000원

2005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11,000원

한중 FTA 체결과 경기도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분석

위 탁 2007-09

위 탁 2006-1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체계 구축방안

위 탁 2007-08

9,000원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경기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실태 파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범도민 건전사회 시민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연구

위 탁 2007-06

위 탁 2006-12

위 탁 2005-01
위 탁 2005-02

하천의 자연도 및 생태건강성 평가를 통한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9,000원

11,000원

지역균형정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8,000원

위 탁 2007-10-1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Ⅰ) 25,000원

위 탁 2005-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

11,000원

위 탁 2007-10-2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Ⅱ) 25,000원

위 탁 2005-04

도시숲 이용의 극대화 방안 연구

9,000원

위 탁 2007-11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전략

위 탁 2005-07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 편익추정의 검증 8,000원

위 탁 2007-12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위 탁 2005-08

민선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설정에

경기도 하천복원 전략

위 탁 2007-13
위 탁 2007-14

위 탁 2007-16

25,000원

대응방안

25,000원

경기도 교통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17,000원

테마형 도시개발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 및 지침수립 연구

위 탁 2007-15

9,000원

11,000원

수도권 주요 산업별 국내외 공급사슬망

위 탁 2005-09

관한 연구

9,000원

경기도의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11,000원

위 탁 2005-10

광교산 일원의 녹지 보전대책

8,000원

위 탁 2005-13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방안

11,000원
8,000원

위 탁 2005-14

경기북부 주요하천 생태계 조사

(Supply Chain) 분석 연구

13,000원

위 탁 2005-1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연구

9,000원

물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11,000원

위 탁 2005-16

BRICs의 등장과 한국사회의 대응

16,000원

위 탁 2007-17

서해안권 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위 탁 2007-18

독일타운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13,000원

9,000원

위 탁 2007-19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13,000원

위 탁 2007-20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이 경기도에 미치는

2004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4-01

경기도내 2~30대의 의식분석과 도정의 연계
방향 연구

22,000원

영향 및 대응과제 연구

9,000원

위 탁 2007-21

경기도 지역에너지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9,000원

위 탁 2004-02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위 탁 2007-22

한강하구 습지 및 수변 생태자원에 관한 연구 13,000원

위 탁 2004-03

경기지역 기업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실태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4-04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와 발전전략 비교

9,000원

위 탁 2004-05

경기지역 문화유산를 활용한 테마관광 활성화

위 탁 2007-23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9,000원

2006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9,000원

기초연구

11,000원

위 탁 2006-01

노숙인 Re-start 시책 개발 연구용역

8,000원

위 탁 2006-02

경기도 과학인재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위 탁 2006-03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9,000원

지역연구 16

동두천 지역연구

7,000원

위 탁 2006-04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지역연구 17

오산 지역연구

7,000원

11,000원

지역연구 18

화성 지역연구

7,000원

위 탁 2006-05

지방의회의 쟁점 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 11,000원

지역연구 19

여주 지역연구

7,000원

위 탁 2006-06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0

의정부 지역연구

7,000원

위 탁 2006-07

한₩미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지역연구 21

과천 지역연구

7,000원

지역연구 22

하남 지역연구

9,000원

지역연구 23

광명 지역연구

9,000원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위 탁 2006-08

8,000원

한₩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위 탁 2006-09

11,000원

9,000원

경기도-북한 접경지역 협력 및 공동개발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9,000원

위 탁 2006-10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
동북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00원

위 탁 2006-1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9,000원

지역연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