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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의 관점에

서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

해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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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현장에선 종래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쁜 행정’과 ‘소

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 추이와 도전을 ➀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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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정현장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학 연구･교육은 시의 적절하게 그에 조응하지 못함으

로써 행정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행정’의 구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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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➂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➃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새로운 수요와 과제에 행정학이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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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거나 형평성을 비롯한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민

간)에 개입한다. 정부 개입은 법률･예산에 근거를 둔 (준)공공재 공급, 규제･조장, 단속･
처벌, 점검･평가, 조세 부과나 보조금 지급, 행정지도 등 다양한 행정(행위 또는 작용)으

로 이행된다. 그러나 행정은 때때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자원만 낭비하거나 

심지어 시장에 맡기는 경우보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정부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러므로 ‘좋은 행정’은 시장실패나 분배 악화 등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필요조건으로, 나

아가 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을 충분조건으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

행정학은 행정의 이념, 환경, 투입･산출과 그 전환과정, 제도와 관료의 행태 등을 분

석하여, ‘좋은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나 시스템을 탐색한다. 하지만 

행정학은 ➀ 행정현장의 변화에 조응이 더딜 뿐만 아니라, ➁ 지나친 일반화 또는 그 

반대로 전문화에 따른 오류, ➂ 추상적 실증주의나 결정론(determinism)의 한계 등으로 

인해 행정현장과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 행정이 ‘좋은 행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와 행정

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곧 개발독재(developmental dictatorship)시대의 ‘발전행정’ 

이후 행정환경이 민주화와 세계화 등으로 진화함에 따른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주

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에 기초해 행정학의 수요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좋은 행정’의 요건과 정부실패 

1. ‘좋은 행정’의 요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바탕으로 행정은 <표 1>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1) 즉 ① 양자를 모두 충족해 시장실패 등 문제점을 바로잡고 정부실패도 나타나지 

않는 ‘좋은 행정’과 ② 그 대척점에서 문제점이 없는데도 개입하거나 문제점은 치유하지 

1) 시장실패 등 문제점이 없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주는 직관이나 시사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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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정부실패만 야기하는 ‘나쁜 행정’, ③ 시장실패 등은 바로잡지만 그 대가로 정부

실패를 파생시키는 ‘적극 행정’, ④ 문제점은 교정하지 못하지만 정부실패도 초래하지 

않는 ‘소극 행정’ 등을 상정할 수 있다.2) 

<표 1> 필요･충분조건에 따른 행정의 분류

구  분
충분조건 (정부실패 배제)

충족 (없음) 미충족 (있음)

필요조건 (시장실패 / 
형평성 등 미흡)

충족 (있음)
교정 / 실현 좋은 행정 적극 행정

문제점 여전 소극 행정
나쁜 행정

미충족 (없음) 정부 개입 해당 없음

셋째와 넷째 유형은 ‘좋은 행정’과 ‘나쁜 행정’의 중간지대에 속한다. ‘적극 행정’은 대

체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조합주의(corporatism)국가에서, ‘소극 행정’은 ‘작은 정부’를 

존중하는 자유주의국가에서 각각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 가운데 어떤 유형이 더 나은

지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각에 수반하는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정도와 

함께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가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점이 없는데도 정부

가 개입했지만 다행히 정부실패는 초래하지 않는 경우도 가정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 

자원이 낭비된 사실만으로도 정부실패를 야기했다고 보아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좋은 행정’은 ① 시장실패의 현존 또는 공공가치 실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부 개입의 정당성), ② 정부실패의 배제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 이들 가운

데 시장실패의 현존 여부는 ‘Pareto 최적’과 현실의 괴리, 곧 자원배분의 왜곡에 관한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으며 주로 경제학에서 다룬다. 반대로 공공가치는 집단적

(collective) 판단 영역으로 이념 정향에 따라 경중과 완급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치학

의 주된 관심사다. 따라서 이 글에선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좋은 행정’을 모색한다.

2. 정부실패의 원인･유형과 보완책

정부실패의 원인과 유형은 다음 여섯 가지다. ➀ 독과점에 따른 ‘X-비효율’(Leibenstein, 

2) 분석의 편의상 위 네 가지 유형으로만 나누었지만, 시장실패 등 문제점 치유와 정부실패 파생이 불연

속적인 이산(discrete)분포가 아니라 연속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의 유형은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겠다.

3)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5)는 ‘좋은 정부’의 정책 역량을 ① 효율성, ② 공익성, ③ 조정성, ④ 

실행성 등 4개 요소로 구성하고, 한국정부는 특히 정책 공익성과 조정성이 낮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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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이 나타난다. 경쟁 압력이 약하므로 관료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서 느슨하게 일하기 쉽다. ➁ 관료의 주인의식이 미흡해 ‘내부성’(Wolf, 1993), ‘대리 극

대’(agency maximands), ‘연성(soft)예산제약’ 등 역기능이 파생된다. ➂ 관료 역량과 행정 

성과의 옥석을 가리기 어렵다. 관료 퇴출이나 행정기관 도산 가능성이 낮고, 행정서비스에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산출물 평가가 어려운데다 유인기제마저 미흡하기 때문이다.4) 

➃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gnorance; Downs, 1957)이 잉태하는 부작용

도 빼놓을 수 없다. 지대추구, 포획(capture), 특정계층 이권 탐닉(pork-barrel), 투

표교환(log-rolling), 근시안, 선심정책, 정책의 편익 과장과 비용 은닉 등이 그러한 범주

에 속한다. ➄ 사익을 위해 공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 곧 ‘독립주체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위배되는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정실･특혜･편의 제공 등 부패가 나타날 수 

있다. ➅ 예기치 않은 부작용인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ies)도 간혹 나타난다.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보완책들도 꾸준히 강구되어 왔다. 그 최소공배수는 투명성과 

주인의식의 제고다. ➀ 공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 분립, ‘법의 지배’, 적정절차 

등의 원칙에 따른 입법 예고, 통화정책의 독립성 보장, 인사 청문, 입법공청회 등이 제도

화되었다. ➁ 독과점 폐해를 줄이는 개방과 경쟁이 강조되고 있다. 개방형 임용, 감사청

구, 내부고발, 강제경쟁입찰, 외부위탁과 대중위탁(crowd sourcing), 특별검사와 특별감

찰관을 비롯한 중첩관할(overlapping jurisdictions)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➂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인･원격행정, 민원처리과정 공개, 공직자 재산 

등록과 백지신탁, 정보 공개, 국회방송, 속기록 작성･보존, ‘이지원’(e知園) 시스템 도입 등

이 그러하다. ➃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제재･보상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보강됐다. 

이를테면 정책실명제, 시민헌장, 성과주의예산,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제 등을 들 수 있

다. ➄ 대의정치를 보완하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제, 국회 예산정

책처와 입법조사처 신설, 정당 정책연구소 지원, 주민 제안･투표･소환 등이 이에 속한다. 

Ⅲ.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

전술한 정부실패의 원인과 유형을 기초로 이 절에서는 ‘좋은 행정’의 관점에서 한국행

정의 현장을 짚어본다. 먼저 한국 행정의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최근 행정

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4) 이를테면 군인 또는 군대의 역량과 성과는 전시라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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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행정의 변천과 개괄적 진단

제1공화국은 ‘국가 형성’(state building; Almond, 1988)에 매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반공과 방일(防日)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행정은 일본 제국주의행정의 기반에 미국시스

템을 가미하였으며, 현실적인 이유로 일제 강점기 관료들을 재기용하면서 미국 원조를 

바탕으로 한 전후 복구 및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몰입했다.5)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는 압축 산업화의 시기였다. 이 시기 행정은 절대빈곤 

탈출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절차보다 성과를 중시했고 행정부가 국정을 주도하였다. 국

론 결집 명분으로 국회는 통법부(通法府), 여당은 거수기인 ‘최소정치’를 미덕으로 여겼

으며, 언론･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누른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를 존중하였

다.6) 이한빈(1966) 등은 이를 ‘발전행정’으로 불렀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는 민주화, 세계화와 선진화의 흐름이 이어진 시기다. 대통령 

직선제와 민선 지방자치 실시, 냉전 종식, 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다원화에 따라 분권, 

개방과 세계표준이 부각되었다.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며 정부실패의 보완책이 차례

로 도입되고 사회안전망이 정비되었다. 또한 각계각층 욕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초기 산

업화시대와 달리 기득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Pareto 향상’(improvement)을 도모할 

제3의 대안은 거의 소진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확산되는 한편, 민간 역량도 급신

장하면서 협치(governance)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 행정은 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근대국

가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전후 복구에 이어 대외지향형 산업화로 경제의 압축 성장을 

이끈 ‘적극 행정’의 성향을 강하게 띤다. 그 과정에서 법치･절차･투명성･기본권 등의 측

면에서 부작용이 노출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민주화 노력이 뒤따르기도 했다. ➁ 다른 

한편 한국 행정은 시평이 짧은데다 형평성을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복지는 점진적으로 

확충한 ‘소극 행정’의 측면도 병존한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행정이 국가 발전에 끼

친 공을 과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일관된 평가이다. 

이처럼 한국 행정이 나름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도 정부는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국가발전단계에 걸맞은 시의적절한 비전과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과

5) 남한의 교육열과 근로의욕 확산의 기폭제가 된 1949년 농지개혁(유상 몰수와 유상 분배)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자극을 받아 단행되었다.  

6)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박사들과 ‘평가교수단’ 

등이 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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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배분하였다. 특히 이공계 표준인력 양성과7) 상용연구개발 투자에 심혈을 기울인 

전략은 대량생산에 기초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됐다. 나아가 정부는 표심에 

편승한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를 제어하고, 산업구조의 발 빠른 전환과 꾸준한 경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8)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과 경제적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양호한 성

과를 거둔 점은 학계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특기할 모범사례로 손꼽히기도 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마치 의원내각제처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결정비

용을 줄인 점,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정부로 유입된 점도 성공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산업화 초기엔 민간부문 취업 기회가 드물었던 반면에, 공직은 ➀ 투명･공정한 채

용절차, ➁ 행정부 주도에 수반했던 상당한 권한, ➂ ‘사농공상’ 문화에서 배태된 자부

심, ➃ 신분과 퇴직 후 취업 보장 등 다양한 매력이 우수인력의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물론 한국 행정의 과오나 실패도 적지 않다. 시장실패는 바로잡지 못한 채 정부실패만 

초래한 ‘나쁜 행정’이나 문제점을 방치한 ‘소극 행정’ 사례도 있다. 특히 2016년 하반기

에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큰 정부’의 관행은 후술하는 것처럼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발전행정과 조장행정의 유산이다. 

그밖에 1988년 부분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와 1998년이 되어서야 폐지된 가족계

획정책은 때를 놓친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들로 회자된다. 고령화는 1970년대 초반, 

저출산 추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꽤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인구배당

(demographic dividend)효과가 희석되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으며,9) 노인 자살율은 OECD 최고 수

준에 이르는 현실도 따지고 보면 위 정책들의 형성과정에 작용한 관료들의 타성, 면역성

과 근시안에 기인한다.

7) 대학생 정원이 확대된 1980년대 중반 한국의 공과대학 졸업생 수는 서유럽 국가들과 엇비슷할 정도

로 많았다.

8)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성장이 지지부진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Berthelemy, 2006).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 사우디아라

비아 등이 그 전형이다.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벗어난 사례는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정도에 

불과하다.  

9) 2014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12.4%의 4배에 가깝다(OEC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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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

최근 한국 행정현장에선 압축 성장을 이끈 ‘적극 행정’과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나쁜 행정’과 ‘소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하에선 그 추이와 도전을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➀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➁ ‘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➂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

문화와 운영시스템, ➃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와 ‘이익 상충’ 확대, ➄ 관료의 자긍심

과 주인의식 퇴조, ➅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시평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1)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가장 두드러진 추이는 행정부에서 국회로 무게 중심의 이동이다. 예컨대 2015년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법률시행령(대통령령)의 수

정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이에 반발해 같은 해 6월 25일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되어 물러나는 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 제출 법안보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수가 월등히 많아진 것도 정치 우위 현상의 

한 단면이다. 의원발의법안 중에는 특정 부처가 국회의원을 거쳐 제출하는 청부입법도 

적지 않다. 관련부처의 반대, 규제영향평가, 예산･조직･정원･법제 심사 등을 우회하기 

위함이다. 이는 행정부 내부 정책관리의 원심력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정치 우위 현상은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국회법(제83조의 2)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특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상당한’의 범위에 관

한 국회규칙의 불비로 사문화됐다.10)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안을 심사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련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배제하

기도 한다. 기획재정부가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하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유 임무인 체계와 자구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내용까지 문제 삼아 법안을 장기간 보류하는 등 정치적 문지기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월권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개발독재시대 ‘전문가 우위’(technocratic dominance)가 마감되고, 표심을 의식

한 정책 경쟁이 격화되면서 날림 공약과 대증요법이 늘어나고 있다. ‘반값’이나 무상시

10) 국회법 제83조의 2 제1항은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

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결특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조 제5항은 위 ‘상당

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이 정하게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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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정책이 그 전형이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치공학의 격전장으로 변모해 정책의 알

맹이보다 ‘세금 폭탄’이니 ‘부자 감세’니 하는 포장에 치중하는가 하면, 주요 정책을 둘러

싼 교착상태가 빈발하고 있다. 후진적인 단상 점거와 ‘날치기’로 야기된 몸싸움을 없앤

다는 명분으로 2012년 5월 30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었지만, 이젠 여야 합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사안들은 국회에서 합의에 이

르지 못하고 전장을 옮겨 사법부에까지 부담을 끼친다. 새만금 간척, 행정수도 이전, 미

국산 쇠고기 수입, 4대 강 살리기, 전교조 인가 취소,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감한 쟁점 

사안들은 대부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운을 내맡길 정도가 됐다.

Wilson(1887)의 고전적인 정치행정이원론처럼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된 중립적･전문

적인 업무로만 볼 수는 없다. 또 1980년대 이후 공사행정일원론이나 신정치행정이원론

과 같이 기업 경영의 관점을 행정의 지배논리로 보는 시각도 지나치다. 이런 맥락에서 

개발시대 ‘최소정치’와 발전행정은 공공가치 배분과정에 민의를 제대로 투영하기 어려

웠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정치의 부분집합으로 치부하는 관점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와 행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순환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전문화･다

원화 추이에 따라 행정의 고유영역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하므로 그 길항관계도 유념해야 한다.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면 정치인의 임기 제약에서 파생된 근시안과 선심정책이 속출해 정부실패

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선 대의정치의 부작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

심’에서 비롯된 정부실패가 점증하는 조짐이 완연하다.11) 그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대

별된다. ① 우선 변화의 이익은 소수에 집중되지만 그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사안의 

경우 특정계층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이 쉽게 채택된다.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와 세종특

별시로 분할,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서정가제,12) 무역이

11) 동서고금에 걸쳐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미국은 1994년 ‘공화당 혁명’ 후 

‘거부 민주주의(vetocracy)’와 적대정치로 ‘두 개의 미국’(Two Americas; Greenberg, 2004)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우량국가였던 그리스는 1981년 사회당 집권 후 치열한 복지경쟁 끝에 2011년 국가 

파산에 이르러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긴급 지원으로 연명하게 됐다. 1920년대 세계 

5대 강국에 속했던 아르헨티나는 Peron 대통령의 선심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앓다가 2001년 파산했

다. 일본도 1991년 부동산 거품 붕괴 후 손쉬운 재정 팽창과 감세를 반복한 끝에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1990년 70%에서 2000년 142%, 2014년 245%로 폭등했다. Hubbard and 

Kane(2013)은 로마제국, 명나라, 스페인공국과 오스만 터키제국 등이 패망하기 전 수십 년 동안 국

가 지출이 수입을 월등히 초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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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공유제13)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이를테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두 차례 휴업을 강제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 따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대다수 소비자의 편익, 대형마트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대형마

트 납품업자의 매출 등에 끼치는 악영향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 오히려 대형마트 영

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현행 규제시간대의 매출액에는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절충안을 모두가 선호할 수도 있다. 

② 반대로 변화의 이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지만 그 비용이 소수에 집중되는 과제는 드

러나지 않는 다수의 찬성 계층보다 소수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표류하기 쉽다. 서비스산

업･노동･교육분야 규제개혁, 철도노선 경쟁, 원격진료, 우버(Uber)택시와 대중금융

(crowd funding) 허용 등이 이에 속한다. ③ 한편 변화의 이익은 훗날로 이연(移延)되지

만 그 부담은 당장 현실화되는 ‘허리띠 졸라매기’ 사안들은 뒤로 미뤄지기 일쑤다. 임금

피크제와 성과연봉제, 고용 유연성 제고, ‘일하는 복지’(workfare)14) 확립, 균형재정 달

성, 공공요금 현실화, 탄소 배출 저감 등이 이러한 유형의 사안에 해당한다.  

정치 우위 현상은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정권 교체, 그리고 1995년 실시된 민선 

지방자치를 거치면서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심화되었다. 첫째,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 국정이나 시･도정 기조도 덩달아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행정이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를테면 노무현정부의 ‘분

권과 참여’, 이명박정부의 ‘중도･실용’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의 방향이 종속되

면서 정치 우위가 가속화됐다. 특히 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현대사에 대한 시각, ➁ 국
가보안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대북인권결의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대북･안보정

책은 정권 교체로 그 기조가 현저히 달라졌다.

둘째, 전임자와 차별화를 위한 정책 뒤집기나 새로운 정책을 수시로 선보임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었다. 현직자는 전임자의 실수와 무

능을 강조하면서 ‘부정(否定)의 정치’(강원택, 2016: 22)에 몰두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

1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2014.11.21.일부터 어떤 서점이든 모든 도서를 발간일과 종류에 관계없이 정

가의 10%(간접할인 5%를 더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가격규제를 도입하였다. 

13)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조세 외에 추가로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

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FTA에 따른 주된 이득은 기업보다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반대의 핵심 

논거라고 하겠다. 

14) 전통적인 사휘복지의 대안으로 1960~1963년 미국 New York주 Newburgh시 간부였던 Joseph 

Mitchell이 처음으로 실행에 옮겼다

(https://en.wikipedia.org/wiki/Joseph_Mitchell_(city_manager, 2016.9.11); Lem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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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출자총액 제한, 금융과 산업 분리, 자율형 사립고 신설, 산업은

행과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녹색성장, 해외자원 개발 등은 집권 정당이 교체되지 않았는

데도 박근혜정부에 들어 기조가 뒤바뀌게 됐다. 이로 인해 오락가락･지그재그 행정을 

일삼는 ‘영혼 없는 관료’라는 비판마저 등장했다.15)  

셋째, 정권과 자치단체장의 교체 가능성으로 인해 관료의 줄 대(서)기와 눈치 보기가 

늘어났다. 선거 전리품 성격의 정실인사와 함께, 전임 정부(자치단체장) 시절 승승장구했

던 관료가 새 정부(자치단체장)에서 홀대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관료들은 ‘좋은 행정’보다

는 ‘소극 행정’에 머물면서 책임 회피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의만 표시하는 보신주의가 

확산됐다.

민주화 이후 역량이 급신장된 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 등의 통제와 비판도 관료의 무

사안일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과거에 침묵을 강요당했던 반작용까지 가세해 민주화 이

후 정부에 대한 칭찬엔 인색하고 잘못에는 엄격한 ‘질타(bashing)문화’가 일상화됐다. 이

에 따라 관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아예 피난처에 안주하는 ‘최소극대

화’(maxi-min) 전략에 의존하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에 혼쭐이 난 관료들은 굳이 규제를 풀어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는 모험에 

나설 야성이 순치되었다. 아예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조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 소위 ‘변양호 증상’이 대표 사례다.16) 대통령의 서슬 퍼런 엄명에도 규제가 좀비

(zombie)처럼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넷째, 민선지방자치가 국정 응집력을 이완시키기도 한다. 대통령이 자치단체장과 교

육단체장까지 임명하던 시절엔 국정이 적어도 일사분란하게는 수행되었다. 하지만 대통

령선거가 행정권 절반만 교체하는 상황에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광역단체와 기초단

체,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파열음이 끊이질 않는다. ➀ 2004년 청계천 복원과

정의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➁ 2010년 4대강 살리기(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➂ 2011년 무상급식(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 ➃ 2012년부터 연례행사

가 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배정(교육부와 시･도교육청), ➄ 2014년 무상급식 보조금 감

사(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➅ 2015년 ‘마산 로봇랜드’ 건설(경상남도와 창원시), 

➆ 2016년 청년수당 지급(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성남시), ➇ 2016년 국정교과서(교

15) Arrow(1951)의 ‘불가능성정리’에 따르면, 현상(status quo)에 대항해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위정자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유혹에 빠지기 쉽다.

16) 2003년 외환은행의 ‘Lone Star’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었으나, 4년 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는 ‘논란이 

있는 사안엔 손대지 않는다.’는 무사안일 분위기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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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둘러싼 갈등이 그 전형이다. 

2) ‘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최근 행정현장의 또 다른 흐름은 국민들의 ‘큰 정부’에 대한 기대와 그에 부응하지 못

하는 정부의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 누적이다. 압축 성장을 이끈 발전･조장행정

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계각층 요구가 분출하면서 시장에 맡길 사안조차 

정부 개입이 당연시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상대비교성향(김희삼, 2014)과 ‘터널효

과’(Hirschman and Rothschild, 1973), 집단주의와 동류의식이 강한데다 가부장문화까

지 더해져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지 못하고 정부･입법만능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17) 

이에 따라 행정수요는 폭주하는 반면에, 정부가 이를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런 민심에 편승하여 정치권은 약방 감초처럼 해결사로 나서면서 다양한 법제, 기구

와 예산을 신설하거나 늘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개입하

거나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나쁜 행정’이 양산되고 있다. 

개입의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많은 사안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근원적인 처방보다 생색

만 내는 찔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정부･입법만능주의 경향은 발전단계에 

발맞춰 선진국 표준을 수용하고 민간 자율과 활력을 부추기는 ‘좋은 행정’을 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만기친람(萬機親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자율과 책임

에 기초한 분권형 협치를 구축하기 어렵다. 재정 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이 과세자주

권 행사와 자구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만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18) 자치단체들은 허용된 탄력세율이나 상한세율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율도 2015년 22%로서 국세의 13%보다 훨씬 높다(국회예산정책

처, 2016).

둘째, 불균등(inequality)과 불평등(inequity)의 차이에 대한 오해19) 때문에 상대적 박

17) 2014년 발생한 ‘세월호’ 희생자 수색은 해상조난사고 역사상 가장 긴 209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18) 2014년 9월 3일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로 조정하

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초단체의 파산(default)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하였다.

19) 불균등(inequality)은 표면적인 차이, 불평등(inequity)은 노력이나 투입 수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각각 나타낸다. 이론상 투입과 노력의 차이가 크면 불균등해도 평등하고, 균등하게 분배되어도 노력 

차이가 반영되지 않으면 불평등하다. 차별에 따른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력 차이에 따른 차

등마저 없으면 역차별이 된다. 균등분배는 유인이 없어 축소 지향의 하향평준화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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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감이 높고 그 영향으로 반(反)시장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생애주기보다 대형마

트 의무휴업제, 출자총액 제한처럼 자산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선진국 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들도 이런 배경에서 태동되었다. 셋째, 육성･촉진･진흥 명목의 보조･출연･감면･정

책금융 등 후진적인 정부 개입이 여전하다. 예컨대 2014년 GDP 대비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부보증비율은 5.2%로 OECD 회원국 3위에 이르고, 2013년 농가소득 중 정부의 

생산자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Jones, 2016).

넷째, 자기책임원칙이 희석되고 관료는 도전과 모험을 꺼린다. 2011년 저축은행을 구

조 조정할 때 예금주들이 예금보험의 보장범위를 넘는 보상을 정부에 요구한다든지, 노

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사례들은 전자에 속한다.20) 후자의 사례도 

많다. 2015년 5월말 현재 벤처인증기업의 95%는 인증기관에 창업자 연대보증을 제시했

다. 뒤집어 말하면 연대보증이 곧 벤처기업 인증의 전제가 된 셈이다. 또 2012년 정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의 성공률은 무려 96%에 달했다. 이 역시 실패 확률이 0

에 가까운 과제만 지원함으로써 추후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지 않고 책임 소재를 차단하

려는 보신주의 행정의 결과로 추론된다. 

‘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정치권의 행태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건 공약들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이들 가운데 ① 청년고용 할당제와 청년 

구직수당, ②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➂ 무역이득공유제, ➃ 삼성그룹 자동차전장사업 광

주 유치 등은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 사실상 사회주의 문턱까지 넘어섰다고 하겠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 후과로 정부는 ‘신뢰적자’에 허덕이게 됐다. 비단 우리의 문제

만은 아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18대 대통

령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파문,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때 미숙한 대처도 ‘신뢰적자’에 

일조했지만,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정부와 관료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실

추시켰다. 그밖에 승자 독식의 대통령선거가 잉태한 ‘아니면 말고’ 식의 침소봉대와 함

께 ‘찬성을 위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소모적인 정쟁도 신뢰적자를 

부추긴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과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대한 격렬한 반대는 유언비어와 반미 감정에 바탕을 둔 선동에서 비롯

된 측면이 크다.

우리는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는 균등분배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된다(성명재, 2016).

20)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할 수 없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

도급줄 수 없다(동조 제2항).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입법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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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뛰어난 인적 역량과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했던 한국 관료들은 압축 성장을 이끈 

‘적극 행정’의 주역이다. 사실 관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산업화에 적합한 표준역량을 

갖추었던 점이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성공요인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이젠 국민 역량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더욱이 관료 역량은 민간인보다 뒤처지게 되어 선진국 진입의 걸림

돌이 되고 있다.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 역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후술

하듯이 성인들 역량은 의외로 취약하다. 특히 35세 이후 중･장년층은 OECD 회원국 평

균보다 역량이 뒤처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져 55세 이후엔 최하위권으로 

추락한다. 

우리는 교본을 익히고 지침･선례를 따르며 남이 하는 일을 좇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돌발 상황이나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는 창의력은 빈약하다. 상사 지시는 충실히 이행해

도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거나 참신한 대안을 만들지는 못한다. 윗사람 결심을 구

하고, 선례를 뒤적이고,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살피는 것도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

할까에 방점이 주어진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까닭도 가치 

창출에 긴요한 상상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파괴적 

기술의 진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는커녕 적응하기도 역부족이다.

성인들 역량이 이처럼 취약한 것은 ① 학습동기가 미흡한 주입식 교육, ② 위계질서 

중심의 조직문화와 단기순환보직, ③ 부실한 평생학습 등 세 가지 탓이다. 첫째, 주범은 

수박 겉핥기식 ‘표층학습’(surface learning)과 선다형 평가 위주 교육방식이다. 최근 창

의력을 함양하는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역진학습(flipped learning) 등

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공급자(교수와 교사)의 변화가 더뎌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

과하다. 게다가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계열･학과･전공별 인력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커졌다.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인력의 시장수요는 그 비율이 2:8 수준인데도, 

대학과 대학원에선 5:5 정도로 배출되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초기 산업화 단계에는 강점이었던 상의하달(top-down), 전례답습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그리고 단기순환보직과 연공서열 중심의 운영시스템도 한계에 이르렀다. 

낡은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때문에 직장에서도 심층학습(deep learning)이 실종되고 

학교에서의 ‘표층학습’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셋째, 학창 시절엔 열심히 공부하지만, 취업한 뒤엔 역량 갱신에 힘을 쏟지 않는다. 

GDP 대비 평생학습투자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21)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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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약한 원인은 장시간 근로 관행과도 관련이 깊다.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 연간 753시간, 무려 

3개월 넘게 더 일한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반면에 근로강도와 직무몰입도는 느슨하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평생

학습에 매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중개방형 온라인수업(mass 

open online course; MOOC)이 선진국에선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시동

을 거는 단계에 있다.

심층학습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은 민간부문보다 정부에서 더 

심각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료가 된 인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획일적인 운영시스

템에 매몰되고 낡은 조직문화에 적응하느라 역량이 퇴보하기 때문이다. 이는 OECD의 국

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다. 2011년 PIAAC에 따르면, ① 우리 성인 역량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하락하지만, ② 상위권 국가 성인과의 격차가 나이

가 들수록 벌어지며, ③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량이 민간부문보다 뒤떨어

질 뿐만 아니라, ④ 양자의 격차도 나이가 들수록 확대된다(이주호, 2016; OECD, 2016b). 

우리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권 국가 평균의 50%를 밑돌게 된(OECD, 2016c) 주된 이

유라고 하겠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다양한 보완책을 추진 중이다. 인사혁신처 신설에 이

어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 개방성을 넓히는 한편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정

착에 애쓰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 경력경쟁채용제와 성과급 확대, ‘工･Y･土형 경력 개발’

과 전보제한기간 연장 등이 그러한 예다. 이런 노력이 다소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

전히 상의하달 조직문화와 연공서열 운영시스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와 ‘이익 상충’ 확대

최근 행정현장의 특징으로 행정절차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 등의 활발한 

행정 참여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강화되고, ② 

공직자 행동강령, 행정서비스헌장, 성과지표 등 행정의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며, ③ 정보 

공개, 정책실명제, 조달･세무･병무 등 취약 민원의 전자적 처리, 공공기록물 유지･관리, 

내부고발 보호 등 투명성이 향상되는가 하면, ④ 감사 청구, 국민고충 처리와 행정심판 

21) GDP 대비 노동시장 훈련비 지출 비중은 0.07%에 불과해 최상위권인 핀란드나 덴마크의 0.5% 수준

에 한참 모자란다(OECD,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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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권리구제 경로도 마련되었다.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 확대되었다. 개발독재시대에는 정책과정에 전문가들이 자

문･평가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전문가 외에 

언론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심지어 이해당사자도 정책 형성･집행･평가에 이르

기까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의 경

우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와 공익을 대표하는 학자 등이 대등한 자격으로 고

용･노동정책 등을 논의하여 사실상 결정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22)

이는 우리 행정이 일방향 통치에서 양방향 협치로 이행하는 바람직한 흐름이다. 더욱

이 개발시대와 달리 지금은 Pareto 향상을 도모할 제3의 대안이 거의 소진되었다. 어떤 

정책 변화도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이 파생된다. 이에 따라 소(小)집

단 이기주의와 ‘떼쓰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영남 신공항 

등 건설, THAAD 미사일 부지 선정, 공무원연금 개혁,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

악산 대청봉 주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은 행정의 필요조건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명분으로 이해당사자가 최종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

다. 애로를 경청하고 건의를 수렴하되, 최종 결정과정에는 당사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법관이 자신과 관련된 이익 상충(conflict of interest) 사안에는 제

척･기피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 공감대를 이해당사자의 동의로 치환할 수는 없다. 

흡연자가 동의해야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유족이 원하므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자

는 논리는 지나치다. 노인들이 동의해야 지하철 경로우대 요금제를 바꾸고, 농민이 동의

해야 FTA를 체결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동의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의 전제가 된

다면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의사결정방식

은 없으므로(Arrow, 1951), Pareto 향상보다는 ‘Kaldor-Hicks 기준’ 등 완화된 준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추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사자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져 갈등 해결의 

모범이 됐다는 인사혁신처의 자평은 후환을 남길 수 있다. 2015년 노동개혁에 어렵사리 

합의하고도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노사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당사자(경총과 노

총)가 참여하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알맹이 있는 합의의 기대는 과욕에 가까웠다. 당

22)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관이지만, 노동정책 및 경제･사회정책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행정

기관에 통보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7조), 정부･노동단체･사

용자단체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므로(동법 제18조) 그 결

정의 기속력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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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끼리, 그리고 정부와 당사자의 소통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선택은 결국 정부 몫

이다.23) 

독일이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병자’ 신세에 머무르다가 최근 유럽경제의 후견인

으로 발돋움한 원천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Hartz 개혁’이다.24) G. Schröder

총리는 P. Hartz 등 15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실업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

계, 노동계와 정치권 등 직접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에서 배제했다. 당사자 입김이나 표심

에 오염되지 않은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의 원동력은 여기에서 나왔다. 과감한 개혁의 

대가로 2005년 Schröder총리는 정권을 잃었다.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기존 취업자들

의 부담은 부각된 반면에, 신규 취업자 증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과실은 대다수 독일인

에게 조금씩만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Hartz 개혁’은 Schröder총리의 정적이자 후

임인 Merkel총리도 인정할 만큼 크고 긴 울림을 낳았다.  

5)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퇴조

최근 행정현장에선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이 눈에 띠게 퇴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퇴직 후 취업 규제 강화와 공무원연금 혜택 감소,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③ 세종시 이전에 따른 노독(路毒)과 부작용, 

④ ‘변양호 증상’ 확산 및 권한과 재량 축소, ➄ 국회와 지방의회의 영향력 확대, ➅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발달과 외부통제 확산, ➆ 성과관리 등 내부운영시스템 강화에 따른 

업무 부담과 긴장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개발시대 한국 관료들은 사기가 높고 자긍심도 남다른 편이었다. 그들은 나라의 주역

으로서 장기 시평의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 선심정책에 맞서 관료가 중

심을 잡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했다. 특히 예산관료들은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

는 자부심으로 심지어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재가한 사안마저 유보･거부하기도 했다(육

성으로 듣는 경제기적편찬위원회, 2013). 

이런 전통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내부규율로 확립되어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어져 내

려오고 있다. 예산관료들은 ① 국회가 확정하는 최종예산규모는 행정부 원안보다 반드

23)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국회의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유가족 대표의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것도 ‘자력구제’의 ‘이익 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

24) 독일 Schröder총리가 ‘Agenda 2010’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한 ‘Hartz 위원회’가 2002년 8월 급부 

중심의 사회국가 기본체계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인 ‘Hartz I~IV’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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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액하고,25) ②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 요구로 불가피하게 반영된 ‘쪽지예산’

이나 ‘끼워 넣기 사업’ 등은 ‘수시배정’으로 묶어 집행단계 곳곳에 난관을 조성하는 등 

엄격히 통제하는 관행을 지키려고 애쓴다. 예산관료의 주인의식 또는 엘리트의식의 원

천은 ① 직무의 영속성(“정권은 짧아도 나라 곳간과 예산은 영원하다.”) 및 양입제출(量入

制出) 등 정책기조의 일관성, ➁ 폭넓은 권한 위임과 재량, ➂ 압축 성장 산파요 경제위

기 극복의 주역이며 나라살림 파수꾼이라는 자부심, ➃ 국제기구 근무 경험 등에서 닦은 

글로벌 감각, 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정당 등에 파견되어 쌓은 국정 기획･
총괄 경험, ➅ 선출･정무직 진출 기회, ➆ 자신보다 고위직을 상대하는 관행, ➇ 1년 순

기 순환보직의 역설과26) 성과 하위자 퇴출시스템 등이다.

하지만 대다수 관료들은 최근 사기가 많이 위축되었다. 그 원인은 다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불거진 이른바 ‘관(官)피아’ 논란

으로 퇴직 후 취업 규제가 강화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혜택도 줄어들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관료의 생애 기대소득이 상당히 감소했다. 둘

째,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관료들을 잠재적인 일탈자로 의제하는 분위기

에서 제정되었다.

셋째, 서울을 오가며 누적된 노독을 비롯한 세종시 이전의 알려진 역기능 외에 관료들

의 다음과 같은 부담도 만만치 않다. ➀ 대면보고･회의･회식 기회가 줄어 구성원끼리 

소통･토론･의견수렴 등을 통한 팀워크와 집단지성의 토양이 약화되었다. ➁ 보고서 수

정 등 도제(徒弟)식 ‘현장(on-the-job) 학습’이 부실해져 실무자의 능력 발전을 꾀하기 어

렵고 정책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27) ➂ 정책수요자･전

문가･언론인 등과 격리되어 관료의 현장감이 둔화되었다.28) ➃ 세종시 외부에 거주하는 

관료는 실질근무시간이 늘어나 자기계발 여건이 악화되었다. ➄ 미혼인 관료는 배우자 

25) 이런 감액 관행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비목을 신설

하려면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헌법 제57조의 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 규정은 Weimar헌법

을 좇아 제헌헌법에 마련된(옥동석, 2015) 이래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정치권의 재정 팽창 성향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해왔다. 예산 편성 근거에 관한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의 비대칭성’도 행정부

의 예산 우위를 점하게 된 요인이다.

26) 순환보직은 의외로 부서간 협업을 촉진하는 장점을 지닌다. 협력 상대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 또는 

앞으로 근무할 부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7)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등에 따른 부처간 협업이 난맥상을 

보인 까닭의 하나도 여기에 연유한 측면이 있다.

28) 2016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파생된 후속 물류대란도 해양수산부가 해운업계 및 해

운 전문가들과 거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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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폭이 좁아지고 연인과의 교제 등 결혼 예비과정을 관리하기도 힘들어졌다. ➅ 맞벌

이 관료는 ‘주말부부’로 전락해 가족공동체가 이완될 위험이 커졌다.

넷째, ‘변양호 증상’이 확산되어 관료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시류와 대세에 영합하고 ‘좋은 게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도적으로 일

을 찾아서 하는 경우에 비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 관료의 자율과 재량도 줄

어 종전엔 아랫사람이 전담했던 일도 윗사람이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주요 

정책 결정과 인사 등에서 대통령비서실 관여가 늘어나면서 부처와 장관의 입지가 좁아

졌다.29)

다섯째, 국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관료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인사 청문절차가 정

쟁의 대상이 되어 인신 공격성 폭로가 빈번해졌다. 그리고 의원입법, 국회 공청회와 의

원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각각 증가하면서 정무직은 국회 출석빈도가 높

아졌다.30) 나아가 2003년 예산정책처와 2007년 입법조사처가 각각 출범하면서 행정부

의 정책과 예산에 관한 심층 분석과 대안 제시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국회

보다 우위를 점하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됨으로써 그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

났다.

여섯째,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언론 등 외부통제가 강화됐다. 종전에는 별것 아닌 사

안으로 치부되던 갈등, 소란, 다툼이나 사소한 법규 위반 등도 페이스북 등을 매개로 순

식간에 도마에 오른다. 기관장 차량 불법 주차, 거꾸로 제작된 태극기를 든 모습 등이 

비난을 받는가 하면, 손목시계･의자･핸드백 등이 값비싼 명품이라는 논란도 일어나곤 

한다.

일곱째, 성과관리 등 꾸준히 강화되어온 내부 운영시스템이 관료의 업무 부담과 긴장

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지난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된 재정관리 개혁은 IMF 

등 국제기구가 모범사례로 거론할 정도로 포괄적이고도 집중적이었다.31) 그러나 일선 

29) 해경청 폐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유보, 대구공항 이전, THAAD 입지 등을 대통령이 손수 발표한 사례 

등이 그러하다.

30) 2015년 11월 산업은행 등의 대우조선 금융 지원 배경을 둘러싼 2016년 9월 국회의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관료들의 보신주의 태도를 강화시켰을 개연성이 높다.

31) 재정관리개혁은 ➀ 장기재정위험 관리, 중기재정운용계획과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작성･제출･관

리, ➁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과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➂ 결산, 결산검사와 예산안 국회 제출시

기 단축, ➃ 성과주의예산,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조세지출 성과관리 도입, ➄ 디지털 예산･
발생주의 회계시스템(dBrain)과 재정정보 공개, ➅ 민간투자(PPP) 활성화, ➆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➇ 국유재산 활용, 연·기금 투자 풀 운용 및 국채관리 선진화, ➈ 바우처 등 행정서비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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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폐지･축소되거나 자율･재량이 주어지는 업무는 별로 없고 새 일거리만 계속 

늘어나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6)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시평

관료의 행정시평이 단축된 점도 심각한 문제다. 1988년부터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

으로 제한된 이후 정무직과 공공기관장 등의 재임기간이 줄고 교체 빈도가 잦아졌다. 

임기 1년 남짓의 단명 장관이나 대통령수석비서관이 장기 비전을 세우거나 시간이 걸리

는 개혁과제를 추진할 엄두를 내기는 어렵다. 단기 현안, 실속 없는 보여주기 또는 전임

자와 차별화에 몰두하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장기 집권을 하지 못했다면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끌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선호하는 경향까지 가세해 정책의 변경･폐기･신설이 되풀이

된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름이나 무늬만 바뀌기도 한다. 성과･교훈･노하우가 축적

되기 어렵고 시행착오･학습비용･불확실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간파한 

관료들도 그저 대과(大過)없이 지내거나 줄 대(서)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열심히 해본

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수포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반대파로 낙인찍힐 개연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할 유인이 미흡하다. 

1974년부터 18년 재임한 서독의 H. Genscher 외교장관은 독일 통일의 일등공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공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미국 J. Hoover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무려 48년 동안 재직했다. 우리도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1968년부터 10년 넘게 경제사

령탑으로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정권을 뛰어넘어 5년 넘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지

낸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장관, 9년 재임한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8년 재직한 오원

철 전 경제2수석비서관 등은 격변기 한국경제의 도약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내각 대신들을 수시로 교체했다.32) 

단명 인사는 정무직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기관장, 국책은행장, 대학총장, 검찰과 군

(軍) 간부, 국책연구기관장, 외교사절 등 고위 공직 전반의 불문율이 됐다. 민영화는 됐지

만 주인이 없어서 아직도 정부 입김이 미치는 국민은행과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KT)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연임한 서울대학교 총장은 한 명도 없다. 총장의 영(令)이 설 리가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다.

32) 저자가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2개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일본 재무대신들은 

4명이나 교체됐다.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아소 다로 재무대신이 

이례적으로 4년 이상 재임하는 동안 우리 기획재정부장관은 4명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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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그를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 그가 이끄는 개혁이 성공할 확률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저명대학 총장들이 종신 또는 10년 이상 재임하는 경우와 

대별된다. 포항제철주식회사(POSCO)가 공기업 시절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원동

력의 하나는 박태준 전 회장의 24년 재임이었다. 공기업은 주인이 없어 방만 경영에 빠

지기 쉽지만, POSCO 임직원들은 그가 주인이라고 여겼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김

만제 전 경제부총리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초대부터 맡아 11년이나 재임했다.

단명 인사 관행은 ➀ 행정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➁ 보여주기와 생색내기의 

전시행정 또는 한건주의를 부추기며, ➂ 책임 떠넘기기와 줄 서(대)기의 폐해와 함께 ➃ 
근시안의 시평을 조장한다. 시간이 걸리는 근원적인 해법보다 임기응변의 미봉책이나 

짧은 임기 안에 보여줄 수 있는 ‘반짝 대안’에 매달리게 된다. 근시안이 초래한 두 차례 

정책실패(국민연금 도입과 가족계획 폐기 지연)에 관해 전술했지만, 지금도 비슷한 사례

들이 꽤 있다. 자신 임기에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굳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해결하느

니,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지속되는 셈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탄소세 등 가격기제 도입, 북한 급변사태 준비, 이민 문호 개방과 다문화사회 전환 등 

백년대계는 ‘발등의 불끄기’와 무책임한 낙관론에 묻혀 적기 대응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Ⅳ.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염두에 두고 ‘좋은 행정’을 위한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

와 과제로 ➀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천착, ➁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

기제’ 개발, ➂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➃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

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네 가지를 간략히 논의한다.

1.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천착

행정현장의 정치 우위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의 구

분을 뛰어넘는 행정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천착이 절실하다.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이 

공존하는 교집합에 속하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과제들을 조명해야 한다. 

먼저 우리 정부의 권력구조는 권력집중형 변형 대통령제로서 ‘행정부 주도’의 골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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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추세를 투영한 ‘행정부 견제’의 정신이 혼재된(조정관, 2016) 어정쩡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법제 자체 또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독자 운영 못지않게 

행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여･야당의 관계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를테면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전형적인 접경지역인데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당정

협의’와 같은 주제는 행정학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처나 공무원

이 여당과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야당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 2016년 12월 9일 대통

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본격 제기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행정학이 다뤄야 할 과제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운영시스템도 정치학이 다루는 공공가치의 배분을 넘어 

미시적인 관리 측면을 지니지만 행정학에선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➀ 상시 회의

체제,33) ➁ 의사일정과 목록 결정, ➂ 의안 심사･검증 절차와 기준, ➃ 발언･질문･답변･
증언과 출석･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방식과 실효성,34) ➄ 익명과 실명의 논거와 경계,35) 

➅ 원격표결과 표결기한제36) 등은 행정학이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한편 경영학의 관심사이기도 한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도 연구 가치가 크다. 

공공부문 변화관리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반

드시 고려할 요소만 해도 ➀ 비전, 전략과 리더십, ➁ 청사진과 실행계획, ➂ 실행 경로

와 일정, ➃ 시나리오와 우발계획, ➄ 경과조치와 시범 적용, ➅ ‘기회의 창’, 뇌관과 격

발(triggering), ➆ 브랜드 확립(branding)과 가교(bridging), ➇ 쏠림(herding과 tipping), 

소신파(hard core), 눈치파와 분수령(critical mass) 등 다양하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변화관리 측면에서 전략적 실

수가 여러 차례 노정되었다. ➀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로자 정년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면서도 

첨예한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는 두루뭉술한 문구만 넣고 통과시켰다. ➁ 2015년 노동개혁을 주문하면서 박근혜

33) 요일별로 공청회와 청문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특위, 본회의를 

각각 정기 개최하는 시스템이 한 사례이다. 

34)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불출석한 증인 25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

나, 그 중 단 1인만 출석해 동행명령장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35) 비밀투표와 실명투표의 경계, 비공개회의의 조건, 속기록 유지와 공개 시한 등 쟁점이 적지 않다.

36) 지금은 의원이 반드시 상임위원회의장이나 본회의장에 출석 표결하지만, 반대파가 상임위원장석 

또는 의장석을 점거하는 추태를 예방하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일정 기한까지 원격표결을 허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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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구직수당(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리겠다고 선제 발표했고, ➂ 
2015년 최경환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➃ 노사정위원회

가 합의하고도 ‘노동개혁 5법’이 국회에서 계류되자, 2016년 1월 박근혜대통령은 그 중 

‘기간제법’은 유보하고 나머지 4개 법안만 통과시키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노동개혁은 경영자와 근로자라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있기에 이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

수적이다. 특히 노동조합 간부는 근로자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야

당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이 사활을 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들의 존재 

가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와 야당은 정부안에 최소한이라도 수정

을 해야 법안 통과에 협력할 명분이 선다. 정도는 덜하지만 여당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거수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뒤집어 생각하면, 정부는 양보할 사안들을 여당에 미리 알려주고 야당과 협상할 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여당 입지를 넓혀 줘야 하고, 노사정위원회도 외견상 노동조합 대표

의 주장 일부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위 ➀의 경우 노동

조합에게 양보만 하고 받지는 못했으며, 위 ➁부터 ➃까지의 과정은 야당이나 노동조합 

대표가 지지자나 근로자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미리 발표해버려 협상 

입지를 좁히고 말았다. 이처럼 내용보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연이은 실수의 누적이 시급

한 노동개혁을 무망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행정부와 국회 및 여･야당의 관계, 의정운영시스템, 

공공부문의 전략적 변화관리 등 행정학이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접 학문과 학제･융합･광역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행정학은 물론 인접 사

회과학도 지나친 분업, 할거와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국소적 진단과 처방의 오류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자연과학처럼 결정론과 객관성에 치중하다보니 직관의 결핍과 

시사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학제･융합･광역연구는 미세한 분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형이성(同形異性, isomorphism)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Lie, 2015). 특히 행정

학은 행정의 본원적인 정치 배태성(embeddedness)과 도덕의 힘이 미치는 영향력을 존중

함으로써 관념과 추상적 실증주의의 연계를 극대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기제의 개발은 아직 미흡하

다. 한국 행정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수준이 낮고 대통령 리더십을 비롯한 ‘인

치’(人治)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런가하면 불신에 기초한 정쟁과 편(偏)방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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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영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회담은 생산적인 성과보다 통과의례나 

샅바싸움에 그치고 있고, 국회는 고압적인 갑(甲)의 자세,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무의미

하거나 때론 퇴행적인 법안을 양산하는 국정의 걸림돌이자 만악의 근원처럼 인식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정치와 행정은 ‘죄수들의 딜레마’처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Raiffa(1982)의 ‘사회함정’(social trap)에 매몰되어 있는 셈이다.37) ‘사회함정’은 각자의 

최적전략을 전제한 ‘Nash균형’이므로 누구도 먼저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다. 따라서 ‘사

회함정’에 일단 귀착되면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벗어나기 어렵다. 외부의 힘에 의해 이탈

하더라도 잠시 후 다시 균형으로 복귀하게 쉽다. 따라서 큰 흐름을 되돌려 분수령까지 

이를 수 있는 ‘빅뱅’(big bang) 방식의 ‘과잉대응’(overshooting)이 긴요하다. 국지･일과

성 산발 처방이 아니라, 사람･제도･환경을 망라하는 폭넓은 대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시행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Nash균형’에선 추상적인 가치와 규범의 자

발적인 준수보다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의 강제 이행이 더 효과적이다.

바로 이 점이 ‘불가역 확약기제’(irreversible commitment devices; Reeves, 2015)의 

논거다. 이런 맥락에서 ➀ 정무직 등용에 관한 추천･검증과 독립적 심의기구 운영, ➁ 
경연(經筵)과 간언(諫言) 등 대통령의 전문성 보좌와 내부견제, ➂ 대통령과 국회･정당의 

소통･숙의와 설득, ➃ 감사원･국가정보원･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준사법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➄ 재정건전성, ➅ 금융통화위원

회의 독립성, ➆ 정부와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연계와 협력, ➇ 노사정위원회 운영 등은 

상생을 도모하는 기제의 개발이 절실한 분야 또는 사안들이다.

협치를 지향하는 불가역 확약기제의 대표 사례는 각주 25에서 기술한 헌법 제57조의 

규정이다.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비목을 신설하려면 행

정부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행정부는 정치권의 방만한 재정 팽창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행정부의 동의권을 의식한 국회의원들도 지나친 예산요구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또 다른 불가역 확약기제의 후보로는 재정준칙을 들 수 

있다. 예컨대 ➀ 새로운 적격성 의무지출(entitlement expenditure)은 소요재원을 마련

하는 방안과 함께 확정하는 ‘PAYGO’(pay as you go) 원칙 적용, ➁ 정부채무, 예산총액 

또는 재정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설정,38) ➂ 정당의 대선･총선 공약은 

37) Schelling(1969)은 개인들의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보면 상승작용을 거쳐 선호와 동떨어지거

나 사회적으로 엉뚱한 결과에 귀착될 수 있다는 ‘쏠림(tipping)’ 이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출발

점의 미세한 차이가 연쇄반응을 거쳐 ‘분수령’을 넘어서면, 종착점에선 전혀 딴 모습으로 고착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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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그 비용과 재원을 추계･검증･공표하며 결과를 선

거공보에도 수록하는 한편 등록 이후엔 수정을 금지하는 공약등록제 도입, ➃ 국민연금

은 주기적으로 장기재정 전망을 갱신하고 세대간 부담 조율 등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하

는(Auerbach, 2014) 등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부실심사, 밀실 담합, 쪽지예산 등으로 늘 지탄을 받아온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는 

정부의 예산편성처럼 ‘총액배분 후 자율 심의’(top-down)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결

특위가 먼저 거시예산을 심의해 예산총액과 재정수지, 국가채무한도, 부처･기관별 한도 

등을 담은 예산심의지침을 의결한 후39) 각 상임위원회는 그에 따라 전권을 갖고 미시예

산내역을 심의하면, 현행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 종합심사’ 방식에 비해 상

임위원회의 온정적 심사와 전략적 행태를 줄이고 충실한 예산심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정치권 갈등을 줄이는 확약기제로는 ➀ 대통령과 국회 또는 여･야당 지도부의 면담 

정례화, ➁ 교육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동반 선출, ➂ 인사 청문 

대상 공직자의 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기제도 

생각할 수 있다. 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은 예결특위와 협의 의무화, ➁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영향평가 적용, ➂ 정부의 입법예고에 준하는 법안 발의 예고 

및 공청회와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이 그런 성격의 장치들이다.

3.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불가역 확약기제’는 이른바 ‘낮은 길(low road)’에 속한다. 가치･열망･자율에 기초한 

‘높은 길’(high road)과 달리, ‘낮은 길’은 준거성(compliance)･규칙･강제에 치중한다

(OECD, 1996). 그 선택은 전통과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다. 북구처럼 신뢰의 전통이 강하

면 ‘높은 길’을 따르고, 미국처럼 불신 문화에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면 ‘낮은 길’에 의

존한다.

우리는 아직 관(官) 주도 유산이 많고 협치 수준도 낮아서 ‘낮은 길’에 따른 ‘불가역 

확약기제’의 개발과 확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협치가 뿌리를 내리고 ‘좋은 행정’을 담

38) 1990년대에 들어 세계 각 국은 재정준칙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대체로 정부채무와 재정수지의 상한

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eetsman and Debrun, 2016). 정부채무의 상한은 GDP 대비 60%로 

설정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70%가 그 뒤를 잇는다(IMF, 2016).   

39)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먼저 ‘예산안공동결의안’을 의결하고 그에 맞춰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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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려면 그와 병행하여 ‘높은 길’로 이행하는 경로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높은 길’을 

지향하는 ‘좋은 행정’으로는 다음 사안들을 예시할 수 있다.

➀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를 최대한 존중, ➁ 전리품 성격의 ‘낙하산 인사’ 

최소화, ➂ 정무직･공공기관장에 대한 권한위임 확대 및 그들의 재임기간 연장, ➃ 핵심 

법률과 예산은 미국처럼 대통령과 여･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서명･공포, ➄ 대통령 기자

회견 정례화 및 주례 라디오･인터넷연설 부활,40) ➅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매년 초 

국정연설과 예산안 시정연설 시행, ➆ 검찰총장과 민정수석비서관도 국회에 출석･답변, 

➇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질의는 그 요지를 미리 정부에 제출,41) ➈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획일적인 퇴직 후 취업규제를 사안별 이익 상충 규

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보다 문화･의식･관행에 초점을 둔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예시한 과제들 중 ‘낙하산 인사’ 최소화, 정무직 재임기간 연장이나 사안별 이익 

상충 규제 등의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낮은 길’보다 ‘높은 길’이 훨씬 따르기 

까다롭다. 바로 이 점이 ‘높은 길’에 연착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벼려야 할 까닭

이다.

4.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행정현장과 행정이론 사이에는 꽤 괴리가 있다. 특히 현장 변화에 행정학이 시의 적절

하게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의 불신이 깊어지고 행정학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

다. 

예컨대 재무행정학은 전통적으로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을 주로 논의해왔지만, 현장에

서는 훨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기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핵심 사안인 ➀ 공공투자(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 

-lease; BTL)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현가분석, ➁ 연･기금과 사회보험 운영, ➂ 정책금융

과 보조금(grants) 관리, ➃ 공공부채 관리와 국채(government bonds) 발행･상환, ➄ 옵
션(option)･헤징(hedging) 등 파생금융과 위험관리, ➅ 사용료(user charges)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확보, ➆ 국유재산 관리와 여유자금 운용, ➇ 리스 등은 재무행정학에 누락되거

40)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매주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했으나, 박근혜정부에 들어 폐지

됐다. 미국은 1933년 F. Roosevelt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국민에게 호소한 라디오 주례

연설, 곧 ‘노변정담’(fireside chat)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대통령 주례연설이 이어지고 있다.

41) 국회법 제122조의 2의 규정 등은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질문 48시간 전까지 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지키는 국회의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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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 결과 관료들은 재무관리, 회계학, 재정학(공공경제학) 등에 비해 재무행정학은 별

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에 행정

학이 아직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

직자를 채용할 때에도 행정학 전공자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행정학의 범위와 목표

에 비추어 안타까운 일이다. 

행정학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공직자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 응

용학문의 성격에 걸맞게 실사구시의 직관과 동도서기(東道西器)의 해법을 제시하고, 문

제 해결 역량을 갖춘 공공부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다. 이론 

전수, 제도 해설과 외국사례 소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례연구와 문제기반학습, 역진

학습, 역할 연기 등으로 현장감을 더하고 창의력을 함양하는 학습기법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행정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도 전문지식보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과거보다는 진화했지만, 여전히 ‘얕은 지식을 많이 지

닌’ 지원자가 ‘깊이 알고 창의적인’ 사람보다 유리한 단발성 표층시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3~4개 행정사례들을 가미한 복합형 지문을 제시하고 면접시험의 가중치도 

높여서 지원자의 심층･교차분석 역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Ⅴ. 결 론 

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

의 관점에서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정

리하고, 그에 기초해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 행정은 전반적으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적극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현장에선 종래와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쁜 행정’과 ‘소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 추이와 도전을 ➀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➁ ‘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➂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➃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

와 ‘이익 상충’ 확대, ➄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퇴조, ➅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

시평 등 여섯 가지로 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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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정현장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학 연구･교육은 그에 시의 적절하게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행정’의 구현은 물론 행정학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➀ 정치･정책･법제와 행

정의 교집합 천착, ➁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➂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➃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새로운 

수요와 과제에 행정학이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약하다보

니 예시한 개별 행정･정책사례들에 관한 엄격한 논증을 생략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지면 제약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과제들의 현실 적합성도 치밀하게 따지지 못한 한계

를 지닌다. 이런 문제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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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igning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with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A Good Public Governance Perspective 

Focusing on Government Failure

Jaewan Bahk

This study aims to alig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with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based on policy case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public governance. Good public governance responds to and corrects 

market failures or enhances a certain public value such as equity without causing any 

government failure.

By and large,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ffective in leading fast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ing decent social mobility and economic equality. 

In recent years, howeve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enough on its plate struggling 

with several undesirable trends and demanding challenges. These include: ➀ political 

dominance and the easy-going attitude of bureaucrats, ➁ expectation of bigger government 

and the resulting confidence deficit in government, ➂ out-of-date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actices and subsequently deteriorating human competency of public servants, ➃ a 

conflict of interest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public decision making, 

➄ weakening pride and ownership spirit of public officials and, ➅ short-term duty 

assignment rotations and a myopic time horizon.

As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have not adapted in a timely manner to 

the above changes in the field, confidence in and demand for them have been significantly 

diminished. Accordingly, this study asks public administration as a science to ➀ inquire into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policy, legislation, and public management, ➁ institutionalize 

governance and develop irreversible commitment devices, ➂ explore routes to a ‘high road,’ 

➃ reduce gaps between theory and reality and foster competent public servants.

【Keywords: good governance, government failure, political dominance, big government, 

high r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