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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 장관의 짧은 임기는 왜 문제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

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장관의 평균 임기는 다수 학자들이 성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제시한 최소 기간인 2년을 넘긴 적이 없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언론은 이를 비판해왔으며, 여러 행정학자들도

장관의 빈번한 교체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우려

하였다. 그런데 임기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언급됐을 뿐, 실제로 이를 검증한 연구는 김호균 (2001) 정도로 미비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관의 임기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지식성장에 기여하고 임기 문제에 관한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

고자 한다.

그렇다면 장관의 짧은 임기는 무엇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관은

정치와 행정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중 선행연

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처의 리더로서 장관에 주목해, 부처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특히 부처의 성과는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연구할 가치가 높다. 오늘날

신공공관리에 따라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부처가 운영

된다. 때문에 성과를 설명하는 요인을 밝혀낸다면, 이후 성과를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이 지속된 기간인 재임기간과 리더

십이 부재한 상태인 공백으로 독립변수인 임기를 나누어 재정성과목표

달성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사

업이 부처의 전략목표와 관리과제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성

과주의 예산제도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이 때 장관에게는 리더로

서 장기적 시계를 갖고 조직의 궁극적 목표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전

략적 업무를 하는 데 집중하고, 하위 업무는 관료에게 자율성을 주고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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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전략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

표와 과(科)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목표인 관리과제에 장관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장관이 부재하면 전략업무는 직접적인 타

격을 받지만, 관리과제는 관료가 수행하기 때문에 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장관의 짧은 임기는 부처의 성과에 부정적이었다.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아질수록 전략목표달성도가 낮아졌고, 공백 기간은 전략목

표달성도를 낮추었다. 이는 장관이 실제로 부처의 성과 도모를 위한 전

략적 업무를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장관의 공백이 발생하면

관리과제의 달성도가 높아지고, 미달성도가 낮아졌다. 장관이 부재할 때

하위관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상관의 부재로 책임

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또 전략목표달성에 사용될 자원이 관리과제달성

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기와 부처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했을 뿐 아니라, 목표수준에 따라 성과를 구분하

여 장관의 리더십이 부처에 미치는 범위와 차별적인 영향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장관, 임기, 공백,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 신공공관리

학 번 : 2015–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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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장관의 짧은 임기는 왜 문제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

다. 역대 정부 중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최

소기간인 2년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그림 1-1>) 한국 장관의 임기는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1948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15년이다 (성시영, 2014). 반면 1948년부터 1984년까지 서

부 유럽 국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4.5년이었고, 1947년부터 1997년까

지 영국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2.26년이었다 (Blondel, 1991; Berlinski

& Dowding, 2007). 우리처럼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의 경우 194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재임기간은 약 3년이다 (성시영, 2014). 장관은 정치적

피임명자이기에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아 정권이나 대통령의 의지, 환경

의 변화에 따른 교체가 불가피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장관은 대

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정부형태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교체가 빈번한 편

인 것이다.

<그림 1-1> 역대 정권별 장관 평균 재임기간 추이

(단위: 년)

(출처: 성시영 (2014)의 박사논문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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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언론은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1) 여러 행정학자들도 오랫동

안 우려를 표했다. 장관의 잦은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

고, 업무를 학습할 시간이 부족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부처에 혼

란을 초래하고, 또 장관의 안정성은 내각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효과적인 정부가 구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안병만, 2001; 안병영, 2001; 이시원⋅민병익 2002; 박동서 외 2003; 남

기범 2010; 정광호⋅문명재 2013 외 다수). 장관 스스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로

재임기간과 불안정성을 꼽기도 했다 (김호균, 2004).

그런데 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짧은 임기가 초래하는 영향은 가설적

인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규범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여러

국내 연구자들은 장관의 임기가 행정의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

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검증한 연구는 김호균 (2001) 정도로 미

비한 편이다. 마찬가지로 해외의 연구자들도 장관 등 정치적 피임명자

(political appointees)의 임기가 이들의 행정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

문에 대통령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할 변수로 주목

해왔다. 이처럼 연구 가치가 높은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하다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Wood & Marchbanks,

2008; Dull & Roberts, 2009 등). 따라서 본 연구는 장관의 임기가 행정

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중요하지만 그간 간과된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로써 지식성장에 기여하며 지나치게 짧은 임기가 왜

문제인지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장관의 짧은 임기는 무엇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통령

의 정치적 피임명자로서 장관은 관료제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부처를 관

1) "역대 장관 평균임기 10개월, 총리는 1년 3개월", 연합뉴스, 2005-10-11

“6개월짜리 장관 양산 … 임기 말 '선심 쓰기'”, 한국경제, 2007-08-08

“경제부처장관 평균 임기 1년 남짓⋯ 일관성 있는 중장기정책 엄두 못 내”, 서울경제,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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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이처럼 정치와 행정의 경계에 위치한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여해

대통령과 정책을 결정하고, 타 부처 장관과 정책을 조정⋅협업하고, 관료

를 관리하며, 외부의 정책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동

시에 맡고 있다. 그래서 장관의 짧은 임기와 교체는 여러 공공영역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역할 중에서 본 연구는 ‘부처의 리더’로서 장관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그간 장관연구가 인적자원적 접근에서 리더십이론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고, 그래서 최근 부각되는 관리론적 측면에서 관리자인 장관의 안

정성, 전략적 관리, 연속성 등을 탐구한 국내 연구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강혜진, 2017). 부처의 리더인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처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고명철, 2013). 그래서

부처의 성과는 공공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다룰 가치가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자율성, 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적 관점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에 성과를 중시하는 각종 제도들이 도입됐는데,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부처의 최상층에서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료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장관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부처의 성과를 장관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분석한다

면, 향후 성과를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관의 임기가 부처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독립변수인 장관의 임기를 재임기간과 공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재임기간은 장관의 리더십이 지속된 기간이라면, 공백

은 장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그래서 재임기간을 살펴보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는 리더십을 효과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관장의 공백은 조직 차원의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으로, ‘기관장이 없을

때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에 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재임기간과 공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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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장관 리더십의 다양한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이전 연구에서 시도한

적 없던 장관의 부재를 연구문제에 포함하였다. 또 부처의 성과는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목표달성도를 이용해 살펴본다. 이는 단위사업

이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관통하는 이론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과 정치인의 전략적 리더십(Strategic political leadership)이다. 부처 관

료가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에서 부처를 관

리하는 장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잦은 교체로 장관의 재임기간

이 짧아지면 리더십과 행정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짧은 임

기와 공백은 재정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장관의 역할은 조직 전반이 비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관료에게는 세부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줘 성과를 도모하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재정성과

목표 중 부처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 목표인 전략목표와 과(科) 수준의

관료의 재정사업 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인 관리과제에 장관이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장관의 짧은 임기는 부처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관직이 공석이거나

자주 교체되는 경우 하부 관료들의 업무 수행은 어떻게 되는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리과제의 달성도를 통해 살펴본다면 장관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전략목표와 관리과제 달성도로 부처의 성과를

나누어 분석한다. 요컨대 장관의 재임기간과 공백이 부처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상위목표(전략)와 하위목표(관리과제)에 따라 임기

의 영향력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5

분석시기 부처 총 (개)

2009 년 ~ 2015 년

감사원,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9

2009 년 ~ 2012 년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2

2013 년 ~ 2015 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사회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

할 때 관찰한 연구대상의 범위와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연구의 분

석 시기는 2009년부터 2015년으로, 부처가 결산보고서에 별첨하여 제출

한 성과보고서가 공개된 시기를 기점으로 설정했다. 이명박 정부 (2008

년 2월 28일 취임)부터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8일 취임)에 걸친 7개

년이다. 성과보고서에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수행 결과, 즉 각 성과

지표의 달성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수행하

는 기관 중 기관장이 장관급인 총 25개 부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박

근혜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

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개편하였다. 한 부처가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되면서, 조직규모, 예산, 목표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재임한 총 102명 장관의 재임기간과 공백,

교체, 출신배경 등을 관찰하였다.

<표 1-1> 연구대상과 분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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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이다. 연구문제의 학문적 의의를 밝히

기 위해 선행연구를 여러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신공공관리론, 정치인의

전략적 리더십 등 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도출하였다. 또 변수 간 인과

성을 밝히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모형식을 세웠다.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

기간이 다른 불균형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STATA 통계패키지를 이용

하여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연구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

문제의 중요성을 밝힌다. 먼저 현 시점의 행정에서 강조되는 장관의 역

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임기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또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종속변수로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밝힌다. 제3장에서는 신공공관리론,

정치인의 전략적 리더십 등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밝히고 이에 따

라 가설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어

떻게 연구를 설계했고 계량 분석을 했는지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장관

의 재임기간, 공백, 교체, 출신배경 등 데이터의 다양한 속성을 설명하는

기술통계량과 가설을 검증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

서 결과를 해석하며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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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연구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문헌연구의 목적은 연구문제의 독창

성과 중요성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래서 문헌연구를 하면 연구자의 연구

문제의 학술적 가치를 밝힐 뿐 아니라, 연구문제가 어떤 점에서 기존 연

구를 보완해 지식 성장에 기여하는지 보일 수 있다 (김병섭, 2010). 따라

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독

립변수에 관한 문헌 연구로는 첫째, 장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는 장관직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이며, 오늘날 행정환경에서 장관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장관의 임기에 관한

연구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선행연구의 한

계를 짚고, 보완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셋째로는 연구에서 설정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았다. 리더의 임기와

조직의 성과의 관계에 대한 경영학의 연구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학 연구를 조사했다. 넷째로 종속변수인 부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

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는 의의와 관

련 선행연구를 설명한다. 마지막에서 문헌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구체적으

로 어떤 연구문제를 설정했는지 밝힌다.

제1절 선행연구조사

1. 장관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자들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정치와 행정의 경계에 위치한 장

관의 독특한 지위를 잘 설명해준다. 김광웅 외 (2006)는 “장관에게는 정

치가와 행정관리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여야 하는 ‘비동시적 과제

의 동시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Lee 외 (2010)는 정치와 행정의

애매한 중간지점(gray area)에 있는 장관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려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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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반응성과 행정책임성이라는 이중적(dual faces)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혜진 (2017)은 “관료에 대한 통제수

단으로서 대통령이 관료제의 최상위에 장관을 위치하기에 장관은 대통령

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대리인이자, 부처 관리의 수장”이라고 하

였다.

행정이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이

행정학의 효시가 되었다. 이처럼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고전적이면서도

지금까지 논의되는 행정학의 주요한 쟁점이다. 오늘날 행정을 설명하는

데는 정치행정일원론이 적합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행정은

관료는 기술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이 행정에

서 요구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완전한 정치적 중립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때 행정의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 관료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기에 대표성이 없으므로 이들이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의사

를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역할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관료에게 어떻게 확보할지

문제가 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통

령이 어떤 정책목표를 지향하든 간에 관료의 구조와 절차를 장악해야 관

료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의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관료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선출직에 순응하게 하는, ‘행정에 대

한 정치적 통제’ 문제가 등장한다.

정치적 임명은 이러한 정치적 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행정을 통제하고 대통령의 뜻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일

반 직업 공무원과 달리 공개경쟁이나 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정책임자의

선호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김판석, 2005). 대표적인 정치적

피임명자인 장관은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동시에 각 부처를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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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기에 부처 전반에 대통

령의 국정기조와 신념이 스며들도록 한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관료가 대

통령의 정치적 이념을 행동의 준거로 삼도록 통제한다. 한편으로는 부처

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장관은 관료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른 부처나 정

치인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처럼 장관은 대통령과 공유하는 정치

적 이념을 견지하면서도 예산, 인력 등 각 부처 정책수단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요구하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따져 무분별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장관은 부처의 최상위에서 행정을 통제하며, 행정과 정

치가 정책과정에서 협력하도록 매개한다.

이러한 장관의 본질적 속성에 더해 민주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장

관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던 권위주

의 시대에는 장관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따라 성립된 내각 구성원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명령과 지시에 순응하고 이를 그대로 수행하는 대리

인에 불과했다 (안병만, 2001; 박경효, 2016). 하지만 1987년 민주화로 제

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등장하였

다. 또한 민주화는 대통령이 의지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제도적 제동을

가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과 이념을 실현시키

기 위해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인 핵심 참모나

장차관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김병섭·박상희, 2010). 그래서 민주화 이

후 대통령들은 비서실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책결정 및 조정 권한을 각

부처의 장관에게 분권화하려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보인다 (정용덕,

2012). 이에 따라 이전보다 자율성과 권한이 높아진 장관은 국민, 대통

령,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의 교차점에 입지해 이들과 상호

작용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Dudley &

Richardson, 1996). 최근 장관에게 국회-언론-시민 사회와의 협업을 통

한 정책조정 역량이나 정치적 반응성이 요구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함성득, 2002; 안병영, 2003; Lee 외, 2010). 특히 요즘 우리 행정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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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사회적 갈등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

되며 위기가 반복되는 거버넌스 위기를 겪고 있다 (임혁백, 2011). 때문

에 권위주의 시대의 발전국가적 행정체계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는 이 위기와 당면 정책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정책참여

자와의 소통하고 설득하는 태도가 행정에 요구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

치와 행정의 입지점에서 협력을 매개하는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

다고 볼 수 있다.

또 2008년 금융위기로 단행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부처의 성과를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장관에게 부여한다. 개별 부처에 대한 대통

령과 청와대의 장악력이 낮아지면서 책임행정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졌

는데, 책임행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장관의 리더십

이다 (박경효, 2016). 그래서 조직 내부의 인사, 예산을 관리해 관료의 정

책 집행을 이끄는 기본 관리에 더해 부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

략을 통한 성과를 제고해 부처의 생존을 이끄는 보다 적극적 임무를 수

행해야 한다 (Jung & Choi, 2011). 이에 따라 오늘날 장관에게는 새로운

기관을 디자인하고 여기에 비전과 활동의 동기를 불어넣는 창조적 리더

십이 요구된다. 또 여러 선행연구는 장관이 맺는 관료와의 관계가 부처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는데, 이는 장관과 관료와의 상호작용이

부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장관이 관료와 친화적

이고 사기를 높여주는 경우, 관료들은 수월하게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

고 정책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안병영, 2003). 또 업무처리와 인

사의 공정성 및 부하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조직관리능력은 내부의

지지를 확보하게 하고, 이는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해 장기

적으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가져온다 (이종범,

1994).

그래서 오늘날 장관에게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이 요구된다. 이는 관료에게 크고 가치 있는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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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으로, 과거에 강조되던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직원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그

들이 노력과 성과를 보이면 보상을 부여해 부하직원이 순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환과정을 뜻하지만, 부하들의 과업목표에 대한 열의와 몰입

까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직원의 마음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다. 조직변화에의 의지와 동기

부여를 통해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고, 개인적 차원에서 존중하며, 그들

에게 영감을 제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Bass,

1990). 비전은 관료 개인의 사익추구를 초월해 조직 차원의 전체적인 목

표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결국 관료는 상관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목표 달성에 헌신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처의 성과 제고로 이어진다. (Bass, 1990; 김병섭, 1996; 유민봉,

2010) 여러 선행연구는 이러한 측면의 장관리더십이 부처 성과에 중요함

을 방증한다. 예컨대 이종범 (1994)은 모범적인 장관급 지도자 7명을 연

구하였는데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비전제시능력이 있었다. 정광호 외

(2013)는 노무현정부 당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당 부처에서

함께 일한 관료들이 장관에게 가장 기대하는 능력이 비전리더십임을 밝

혔다. 즉 관료는 새 장관이 부처의 비전과 미래방향과 현안에 대한 명확

한 접근방향이나 해결책 제시해주고 비전제시를 통해 관료에게 지적 자

극을 가하고 거시적 안목을 통해 판단력과 통찰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

다. 특히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오늘날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준

이 되는 비전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정책 추진과 목표 달성을 가능

하게 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장관은 정치, 행정, 정책을 아우르는 공공분야의 중요한 정치적

피임명자이며 현재 행정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학 연구를 살펴보면 장관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장관은 다른 정치적 리더들에 비해 덜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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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다 (Chabal, 2003). 그 원인으로 선행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정광호 외 (2013)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장관, 차관 등 고위공무원

을 독립적인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한 이유가 그간 제왕적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로 인해 장관의 자율성이 적었기 때문이라

고 한다. 김경은 (2014)은 장관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

워 연구대상으로 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장관과 관련된

자료(기록물,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이나 공개가 쉽지 않은 것도 연구하

는 데 장애요소다 (정광호 외, 2013).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나 설문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 정책과정에 관한 연

구가 대부분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관이나 고위정책자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나 행위자의 행태나 리더십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2. 장관의 임기에 관한 연구

장관에 관련한 연구에서 많은 선행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장관의 짧은

재임기간을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천오 (1995)는 “한국에는 장관의 재임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정치관행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 이

는 장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저해하고 정책과 행정에 심각한 폐단을 빚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민은 물론 관련 학계에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안병영 (2002)은 “한국 장관의 재임기간은 세

계에 유례가 없이 짧고, 장관의 잦은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행정의 효율성을 낮춘다”고 하였다. 남기범 (2010)은 우리나라

장관제도의 문제점이 자신이 입안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임기, 정치적 사유에 의한 임명, 빈번한 해임, 자질과 역량부족이라고 설

명한다. 정광호 외 (2013)는 “민주화 이후 장관의 역량에 따라 부처의 성

과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장관의 잦은 교체에 따른 국정운영의 부작

용이 크게 부각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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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장관의 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가설적 차원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고 있다. 장관의 임기에 관한 초기 연구는 임기에 관해 조사해 향후 연

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천오, 1995;

안병만, 2001; 김호균, 2002; 이시원⋅민병익, 2002). 박천오 (1995)는 이

는 장관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데, 역대 장관의 재임기

간을 전수조사하고 출신지역, 학력, 취임 당시 연령 등 인구사회적 배경

이나 직전 경력을 함께 조사하였다. 안병영 (2001)은 장관직을 역임한

본인의 체험을 살려 규범적인 주장을 하였다. 장관의 임기가 정책 연속

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저하하는지 기술하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러한 연구들은 실증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지만 이후

임기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회과학의 연구 목적이

인과성을 밝혀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때 (김병

섭, 2010), 임기와 다른 변수 사이의 인과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호균의 연구 (2001)는 최초로 장관의 재임기간이

부처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관의 교체가 조직성과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승계효과

(succession effect)를 밝히기 위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취임한 장관

을 대상으로 계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체빈도를 장관의 재임기간으로

측정하였고, 부처행정의 변화는 법률안 제안 수, 조직개편횟수, 예산변동

률, 고위직인원변동률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재임기간이 종속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全) 장관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장

관이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실적제로 운영되지 않는 정치문화의 후진성,

지나치게 짧은 재임기간으로 중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시간이 부

족한 점,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과 권한이 구조적

으로 제약된 점을 꼽았다. 즉,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부처 내 장

관의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인데, 이와 유사하게 박천오 (1995), 송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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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은 장관의 교체와 무관하게 부처의 주요활동은 직업관료를 중심으

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장관이 아닌 관료가 부처의 중심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호균 (2001)의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시

간적 범위에 관한 문제로 연구의 분석 시점이 1982년 전두환정부부터

2001년의 김대중정부 초기까지로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란 점이다. 그

런데 현재 민주화가 더욱 진행됐고,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으로 이 당시와

는 행정환경이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 장관과 관

료의 관계도 달라졌다. 오늘날 장관은 권위주의적인 대통령과 강력한 관

료 사이의 수동적인 대리인이 아니며 재량을 갖고 부처를 이끄는 리더이

기 때문에 관료가 부처의 중심이라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때문에 현

시점의 새로운 행정환경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구성타당성의 문제다. 종속변수는 장관의 역량이나 리더십에 따라 변동

하는 변수라기보다 부처의 기본 기능이나 부처 외부의 정치적 요인과 관

련이 있다. 그래서 본래 장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변수다. 이러한 기

능보다 리더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셋째, 내적타당성의 문제다. 통제

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을

분석수준으로 두고 부처의 변동을 설명할 때, 조직성과에 미치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해야 인과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이후 장관의 임기나 교체를 종속변수로 두고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민병익⋅이시원 (2007)은 정부내적환경 (대통령의 리더십,

부처특성, 정부 내 시기)과 정부외적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

회적 환경)이 장관임명기준 (실적, 정실, 엽관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

았다. 민병익⋅이시원 (2010)은 장관의 교체 사유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장관의 교체는 여러 부처의 동시교체가 많았음을 미루어 보아 장관교체

가 국면전환용이나 국정쇄신용으로 활용됨을 밝혔다. 성시영 (2014)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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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특성과 관련해 해당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높으면

재임기간은 짧아진다. 또 정치적 특성,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많거나 지

방의원 지자체장을 경험했으면 재임기간이 짧아진다. 이처럼 임명기준이

나 교체, 재임기간 등 장관의 임기를 종속변수로 두고 그 원인을 찾는

연구가 진행됐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임기를 독립변수로 두고 다른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시원⋅민병익

(2002)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재임기간의 장단에 따

른 정치행정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장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

의 주된 관심사이다”라 한다. <장관론> (2003)에서 박동서 교수는 “향후

연구는 장관의 임기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논의들이 원

론적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사례들을 분석해 유형화하고 양자의 관

계에 대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 정광호 교수는 “짧

은 임기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고

기획하는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어떤 정책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한다. 김민하 (2015)

는 “장관의 특정 자질이나 능력이 실제 부처의 정책과정이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

호균 (2001) 역시 장관의 교체와 공공행정부문의 변화의 관계에 대한 학

술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동기에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김

호균 (2001) 이후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편이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도 언급되는 바다. Dull & Roberts (2009)는 1989

년부터 2009년까지 부시, 클린턴, 부시 3대 대통령에 걸쳐 상원이 인준한

정치적 피임명자의 재임기간(tenure), 교체(turnover), 공백(vacancy)의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조사한 까닭은 정치적 피임명자의 연

속성(continuity)에 기여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피임명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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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목록 내용

기초통계자료

박천오 (1995),
안병만 (2001),
김호균 (2002),
이시원⋅민병익

(2002)

역대 정부의 장관의 임기에 관한
기술, 자료정리, 조사, 통계량

규범적 논의
안병영 (2001),
안병영 (2003)

직접 장관을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장관의 짧은 임기가 정책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독립변수로서
장관의 임기:
장관의 교체가
부처행정변화
에 미치는

영향

김호균 (2001)

1980 년부터 2000 년까지 재직한
장관의 교체(재임기간)가 부처행정에
변화- 법률안 제안, 조직개편, 예산,
인원-를 가져오는지 계량적으로 분석

종속변수로서
장관의 임기

민병익⋅이시원
(2007)

조직 내부 외부 환경이 장관의
임명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병익⋅이시원
(2010)

교체의 사유 분석

성시영 (2014)
재임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

한국과 미국을 비교 연구함.

속성과 기관의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도,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정치적 피임명자의 임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systematic

observation)과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표 2-1> 장관의 임기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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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의 임기와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리더의 관리가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라는 시각에서 일

찍부터 민간 부문은 최고경영자(CEO)에 주목했다. 기업이 소유권과 경

영권을 분리해 최고경영자를 선출하고, 기업환경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

으로 최고경영자를 교체하는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세계적 기업의 최고경영자 임명에 세간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

유도 최고경영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달라진다는 신념을 전제한다. 그

래서 어떤 최고경영자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활발히 연구됐는데,

리더십유형, 이사진과의 관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됐

다. 임기 역시 기업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여겨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활발히 연구됐다 (Miller, 1991; Allgood & Farrell,

2000; 외 다수).

여러 학자들은 임기와 성과가 정(+) 또는 부(-)의 관계를 갖는지 밝히

고자 연구했다. Hambrick 과 Fukutomi (1991)는 재임기간과 성과가 단

순히 선형관계가 아니라, 흥미롭게도 역 U자형의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

하기도 했다.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어떤 국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성과

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임기 초반부처 특정 시점까지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성과가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렵고 타성에 젖어 혁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저하된다고 설명한다.

Shen과 Cannella (2002)는 CEO의 승계(succession)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전임 CEO의 재임기간(departing CEO tenure),

후임 CEO의 유형(succession type), CEO의 교체에 따른 이사진의 교체

(post senior executive turnover)등 임기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구분

하여 다각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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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달리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국내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장과 최고경영자 사이에 유사점이 있으

며, 공공기관의 성과가 계량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김신영 (2012)은 Hambrick 과 Fukutomi (1991)의 논의대

로, 한국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성과와 역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밝히

기도 했다.

재임기간 외에도, 공공기관장의 중도사임으로 인한 교체나 공백이 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원(2013)은 내부출신에서 외

부출신으로 공공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이익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유승원⋅김수희 (2012)는 공공기관장의 중도퇴임이 총자산수익률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성장 공기업의 경우 고성장이 경영성과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중도퇴임이 상쇄한다고 말했다. 허준 (2015)은

공공공기관자이 임기를 마치기 전 중도사임하고 교체된 경우, 즉 중도사

임한 경우 교체되지 않았을 때보다 성과 (경영평가등급, 총자산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공공부문 리더의 임기와 성과를 살펴본 연구는 미

비한 편이다. Martha (1990)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사회복

지부처(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정치적 피임명자의 교체와

공백을 조사하였다. 당시 정책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상

당히 심각하게 분열된 시기였기 때문에 교체와 공백이 잦았으며, 이는

결국 기관의 능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1995년 의회는

HHS(Minist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부터 SSA를 독립시키

면서, 이들의 임기를 5년으로 고정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정치적 피임명

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로부터 행정의 지위를 보호해 임명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을 늘려, 행정역량을 제고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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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2007)는 미국 부시(Bush) 정부가 개발한 프로그램 성과 지표

인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점수를 이용하여 부처의

장(bureau chief)과 성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politically appointees)이 전문성을 지닌 관료 출신(career managers)

보다 성과가 낮음을 밝혔다. 그 이유로 관료출신이 직접적인 행정 경험

과 긴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성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중

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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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본 연구는 장관의 리더십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부처의 재정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제 1절에서 살펴보듯, 오늘날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비전을

제시하고 관료들이 부처 목표에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해 성과를 이끄는

것이다. 더하여 민주화와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라는 행정환경은 장

관에게 재량권을 주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역할을 장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결과물인 부처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리론적 관점으로 장관을 보고 진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강혜진, 2017), 장관이 부처의 관리를 잘 수행했는지 재정성과지표를 통

해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부처의 성과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 (고명철, 2013). 그래서 부처의 성과는 공공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다룰 가치가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재정사

업 성과는 부처가 계획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얼마나 수행

했는지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학에서 성과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공공

기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부처’의 성과에 대해서는 연

구가 미비하다는 점도 연구의 필요성을 더한다. 또 성과를 중심으로 계

획, 운영, 평가되는 오늘날 행정에서 성과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장관의

임기를 밝혀낸다면 향후 성과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부처의 성과를 관찰하기 위한 자료

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지표를 사용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는 전년도에 설정한 계량적 목표를 재정사업이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

하는 제도로 부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자료를 제공한다.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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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주로 성과를 측정할 때 설문조

사방식을 사용하였다 (Lee 외, 2010; 정광호 외 2013). 예컨대 정광호 외

(2013)는 함께 일한 관료들에게 장관이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질

문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주관적인 인식조사 보다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사용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부처가 재작년에 설정했던

계량화된 목표치를 해당년도에 얼마나 달성했는지 수치를 비교하여 성과

평가하기 때문에,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계량화된 지표를 기

준으로 삼기에 결과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이번 2절은 종속변수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 쓰였다. 먼저, 이 제

도와 관련된 이론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재정사업 목표관리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이후 부처의 성과에 관

한 국내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참조해 종속변수로 삼는 의의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살펴본다.

1. 이론적 배경: 성과주의 예산제도

신공공관리는 관료제의 과도한 내부 규정을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본

다. 규정과 법에 얽매여 관료가 궁극적인 목적인 공익보다 수단인 규정

과 법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목표대치현상이 나타난다. 법적 책임

성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업무가 투입(input)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

에 관료는 예산과 자원을 아낄 유인이 없다. 또 공공가치를 달성하지 못

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신공공관리에서는 사기업처럼 관료에

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관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각종 불

필요한 예산·인사 규정을 대폭 폐지하고 축소하며, 이들에게 의사결정권

을 부여한다. 대신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명백히 설정한 후, 관료가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수행 결과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유인책을

제공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예산과 자원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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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과를 올려 능률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분야에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도입한 제도

다. 관료를 가장 얽매는 예산회계규정을 완화한다 (정정길, 2000). 본래

예산규정은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거나 능률성을 높일 동기가 부족하다. 반

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기능, 사업, 활동별로 편

성하고 결과(output)에 초점을 둔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별로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분명

하게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정

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다 (이세구, 2003 재인용). 재정사업은 목표

(전략 및 성과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 합리적으로 배치된다. 이 제도의

목표는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와 성

과정보를 공개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

산이 정책대상집단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최종수

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큰 틀을 제공한다 (배득종, 2005 재인용).

2. 재정사업 목표관리제도 소개

한국도 IMF경제 위기 이후 1990년대 말 “고객지향적 정부”가 국정운

영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아 성과중심 관리가 강조되는 신공공관리적 행

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방식의 도입이 필요

하다는 배경에서 2003년에 재정세제개혁 과제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의 단계로 구성된다. (<표 2-2>) 그 중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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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관리제도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

단계 1단계, Monitoring 2 단계, Review 3 단계, Evaluation

대상사업 전체재정사업 전체재정사업의 1/3 문제제기 사업

내용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지표관리,

성과보고서상

목표달성도측정분석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계량분석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정밀분석

사업 수 52개 부처 2000 여개 매년 500 여개 매년 8개 내외

관리과제와 성과목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그리고 그 달성여

부를 연 단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결과를 차 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및 기금

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 2-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출처: http://cpem.kipf.re.kr/cpem/cpeminfo01.aspx)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먼저 성과관리대상사업을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달성도를 재정

운영에 환류한다. 부처의 목표체계는 조직임무(mission),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2-1>). 즉 하위목표는 상위목표에

대한 수단이 되고, 그보다 하위목표에 대해서는 목표가 되는 계속적 연

쇄를 이룬다. 조직임무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부처 내 실·

국 중심의 정책방향을 나타내며, 임무(mission)를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성과목표는 주요 재정사업을 통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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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려는 구체적인 세부목표다. 각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재정사업군

을 묶는다.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

정한다. 예산집행을 완료한 다음 해에 예산집행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

성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차 년도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다음 쪽에 계속)



25

[임무]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

[비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사회

전략목표Ⅰ 전략목표Ⅱ 전략목표Ⅲ 전략목표Ⅳ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가족정책 개발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아동인권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성과목표Ⅰ-1 성과목표Ⅱ-1 성과목표Ⅲ-1 성과목표Ⅳ-1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추진역량

강화와 국내외

여성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조성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기반

확대 및

청소년

활동활성화

성과목표Ⅰ-2 성과목표Ⅱ-2 성과목표Ⅳ-2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청소년 사회

안전망 및

보호 강화

<그림 2-1> 목표달성체계 예시: 2012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출처: 2012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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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Ⅲ: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아동 인권의 보호·

지원체계 구축

성과목표 Ⅲ-1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① 지원시설이용자

만족도 (점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 83 83.4 84.2

실적 87.1 85.5 84.7

달성률

(%)
104 102.5 100.6

②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수

(천 명)

목표 신규 148

실적 162

달성률

(%)
109.5

예를 들어 2012년도 여성가족부의 가장 상위 목표인 임무(mission)는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이

다. 밑 단계의 비전(vision)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이다. 임무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목표인 전략목표는

4개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을 조성한다’ 등이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성과목표가 있으

며, 각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사업 단위인 관리과제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전략목표Ⅲ은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

성⋅아동 인권의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성과

목표 Ⅲ-1은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하는 것이다. (<표 2-3>) 그래서 관리과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후 성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한다. (<표 2-4>)

<표 2-3> 전략목표 예시

(출처: 2012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과보고서)



27

성매매피해

여성지원

① 제도개선

실적 (건)

성매매 피해자

보호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 7

실적 6 9 8
달성률

(%)
114.3

② 피해자

보호 실적

(건)

성매매피해 상

담소의 상담건

수의 총계

목표 50,000

실적 45,817 49,366 58,000
달성률

(%)
116.0

<표 2-4> 관리과제 예시

(출처: 2012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과보고서)

전략목표는 실·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위 목표다. 또 전략목표는 추

진하는 데 장기적인 시계가 필요하며,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인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는지를 의미한

다. 그래서 성과보고에서는 매 년 전략목표별로 전년도의 성과를 고려하

여 어떻게 예산을 분배하였는지 명시하고 있다. 반면, 관리과제는 재정성

과목표관리제도의 가장 기본 단위인 재정사업을 의미한다. 과 단위에서

추진하는 재정사업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배

치된다. 그래서 관리과제 달성도는 부처의 가장 기본 단위인 과에서 재

정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의미하는 미시적 수준의 지표다. 반면

전략목표는 거시적 수준의 것이며, 성과를 달성하는 데 관리과제보다 장

기적인 시계가 요구된다.

3. 부처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Lee 외 (2010)는 장관에 관한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특히

최근 행정학에서 성과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

과에 관한 연구는 관료 등 개인수준이나 공공기관 등 조직수준에서 진행

됐을 뿐, 장관의 성과와 관련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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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하, Lee 외 (2010)는 정치적 반응성과 행정 책임성

양면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장관직의 특수성에 주목, 장관의 역

할이 이 중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할 때 4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들은 장관의 성과를 설문조사(한국 장관

조사)를 통해 측정했는데, 7점 척도로 해당 장관의 부처에서 함께 일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관료를 대상으로 물었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

수는 아젠다(agenda) 설정역량, 집행역량, 내부관리역량, 전반적 성과 4

가지 변수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이처럼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한 이유는 장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

렵고 그러한 지표도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승현 (2012)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각

중앙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 서의 검사 및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방

안에 관한 연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제도운영 주체인 공무원 집단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해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종속변수로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재정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성과

를 점검하는 2단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나, 문제 지적이 있는 소수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하는 3단계 재정사업심층평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다. 때문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50개 정부 기

관의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장 규모

가 크고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의 핵심 근간을 이룬다. 또 그 측정결과가

국회의 예산심의에 활용되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도 성과지

표의 설정과 측정에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유승현 외,

2013). 하지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데

다가,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연구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은 본 연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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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더한다. 또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부처평가를 하지만 계량화된

지표에 따르기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주관적 인식조사에 기초

한 설문조사자료보다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4. 부처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김영록 (2010)은 선행연구에서 성과관리에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논의

되는 것은 성과관리와 해당 정책간의 적합한 정도, 성과관리와 외부환경

적 특성, 성과관리와 조직의 특성이라 하였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목표

를 계량화할 수 있는 유형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요인을 제외하고, 외부환경요인과 조직특성요인을 참조하였다. 그리

고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였다. 즉 통제

변수를 조직특성요인, 외부환경요인, 재정사업성과 결정요인으로 분류하

였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직특성요인으로는 총지출과 인건비, 외부환

경요인으로 경제환경(경제성장률), 정치환경(대통령지지율), 재정사업결

정요인으로 예산규모를 설정했다. 그리고 장관의 시간과 관련된 변수로,

재임기간이나 공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교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1) 교체

Fesler 외 (2005)는 정치적 피임명자가 일찍 교체되고 사퇴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비전의 상실(a loss of

sustained themes), 팀워크의 손상(undermined teamwork), 정치적 통제

상실(loss of political control), 새로운 정치적 피임명자를 찾는 데 소요

되는 대통령의 자원(presidential resources continuously devoted to

appointee replacement)이 그것이다. 또 정치적 피임명자의 교체로 인해

제도적 차원의 지식과 경험(institutional memory)이 부처에 축적되지 못

한다 (Wood & Marchbanks, 2008). 이는 조직 차원에서 쌓이게 되는 관

리의 자원인데, 장관의 업무 노하우 등이 축적되지 못해 정부 전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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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강화되지 않을 것이다. 김민하 (2015)는 정치적 지명직의 빈번한

교체는 리더십의 공백, 연속성의 부재, 프로그램 우선순위의 변경, 프로

그램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부서 간 업무 혼란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장관의 재임기간이나 공백처럼 부처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교체는 리더십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리더십의 지속기간을 의미하는 재임기간과는 다른 속

성을 가졌다. 하지만 교체가 잦으면 재임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상관성

이 있다. (실제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교체와 재임기간이

혼용되며, 두 변수를 고려하는 여부가 학자마다 상이하다. 상관성이 있는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을 수 없고, 또 교체를 독립변수로 삼는 것이

본 연구의 논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체를 통제변수로 삼는다.

2) 환경 요인: 경제성장률, 정치

김영록 (2010)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으로 해

당 국가의 통치운영 전반 특성을 꼽았다. 김민하(2015) 재정성과의 결정

요인을 밝히기 위해 선거,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역사적 요인을 통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통령에 따라 국정운영방식이 달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혜진 (2017)은 “정부의 예산과정에서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처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통령이라 했는데, 대통령이 장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Jörn 외 (2012)는 선행연구

와 이론들을 종합할 때, 장관의 임기와 지속성(durability)에 미치는 제도

적 요인으로 정권 (regime type), 헌법과 의회에 관한 법, 정당시스템을

꼽았다. 따라서 외부 환경요인 중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가 장관과 부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같은 정책도 대통령의 추진의지나 정책이념에 따라서 힘을

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처에 따라 힘을 실을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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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요인: 총지출, 인건비

김영록 (2011)은 중앙부처의 성과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힌 연구에서, 조직규모와 정책실행조직의 구조가 성과관리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예산규모와 조직규모가 중앙행정조직의 관료제

권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부처의 크기에 따라 행정역량이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Shen과 Cannella (2002),

Boyne와 Meier (2009) 등 리더와 성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조직규모(size)는 반드시 통제하는 변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조직의

규모를 의미하는 총지출액과 인건비를 통제하였다.

4) 재정사업성과 결정요인: 관리과제예산, 집행률

김민하 (2015)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목표치에 재정사업의 유형과

규모가 영향을 끼침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사업유형, 사업규모, 장관의 관리 전문성, 일부

소관부처, 기관속성, 연도임을 밝혔다. 본 논문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표가 다르지만,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이를 참조하여 재정사업의 유형과 규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관리과제예산 총액을 통제하였다. 이는 주요정책과제를 제외한 일반

재정, R&D, 정보화 부문의 관리과제의 사업비 총액을 의미하며, 재정지

출 총액과 관리과제 총액의 차액은 인건비, 기본경비, 관리과제에 포함되

지 않은 주요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관리과제 추진에 소요되

는 예산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산과 실제로 집행액수(결산액)는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인 재정사업의 재원을 고려하기 위해 집행

율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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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합적 논의

1. 선행연구의 한계

오늘날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고 관료를 이끄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 뿐 아니라, 능동적인 정책결정자이자 부처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리더로서 역할하기를 기대된

다. 그러나 장관의 이러한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간 장관연

구가 인적자원적 접근에서 리더십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최근 부각되는 관리론적 측면에서 관리자인 장관의 안정성, 전략적 관리,

연속성 등을 탐구한 국내 연구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강혜진, 2017).

또 선행연구는 장관의 임기에 관한 연구는 기초 조사에서 출발해, 짧

은 임기와 교체에 미치는 원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가 장관의 임기가 행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김호균 (2001)의 연구 외에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 장관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정광호 외 (2013)는 행정기관장인 장관리더십이 부처의 효

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부처의 효과성을 성과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닌 관료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관연구가 연구대상의 접근

성의 한계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나 사례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김경은, 2014). 따라서 장관의 임기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지

표를 사용해 계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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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장관의 임기는 부처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본 연구의 중

점적인 연구문제다. 그런데 리더의 시간(임기)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도 임기를 재임기간과 공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재임기간이 리더십의 지속기간을 의미한다면, 공백은

리더십의 단절과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관이 미치는 영향력을 뚜렷

이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박동서 외, 2003). 또 부처의 성과를 측정하

는 전략목표와 관리과제가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의 임기

가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성과를 전략

목표와 관리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따라서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1) 장관의 재임기간에 따라 부처의 성과

는 달라지는가? 달라진다면, 재임기간과 성과의 관계는 긍정적인가 부정

적인가?’, (2) 장관의 부재(공백)는 부처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3) 장관의 재임기간과 공백은 상위목표인 전략과 하위목표인 관리

과제를 달성하는 데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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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문제에 대한 잠정적 답(가설)을 내리는 논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의 주를 이루는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

론의 논지는 조직의 최상위층에 위치한 리더에 자율성을 주고 이들이 성

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그래서 장관은 부처의 성과를 설명하는 변

수다. 장관에게 오늘날 요구되는 리더십은 전략적 리더십이다. 장관은 목

표를 설정하고 관료를 이끄는 일반적 차원에 집중하되 관료에게도 자율

성을 주는 것이다. 임기는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

에, 교체로 인해 재임기간이 짧아지고 공백이 발생한다면 부처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성과주의에서 장관의 역할은 전략적인 리더십

이 요구되므로, 상위목표(전략목표)와 하위목표(관리과제)에 장관의 임기

는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1절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경제위기와 정부대응

실패로 1970년대 후반부터 앵글로색슨족 국가(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

주)를 중심으로 시작, 이후 대부분 OECD 국가로 확산된 행정개혁의 어

젠다이다 (Hood, 1991). 정부실패를 기업가적 정부 운영을 통해 극복하

려는 것으로, 정부에 시장주의적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 원리이다 (정정길, 2000). 관료의 행태를 통제하기 위

해 만들어진 조직의 법과 규칙이 과도해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진단한

다. 그래서 지나친 내부 통제를 감축시키고 관료에게 자율성을 준다. 대

신 관료에게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표다. 조직의 목표가 관료의 업무수행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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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자 성과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일선관리자들에게 자율성을 최대

한 부여하고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성과를 평가한다면 예산낭비

가 줄어들고 조직 목표를 더욱 달성해 결과적으로 정부의 능률을 향상할

수 있다는 논리다 (Behn, 1998).

한국도 IMF경제 위기 이후 1990년대 말 “고객지향적 정부”가 국정운

영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아 성과중심 관리가 강조되는 신공공관리적 행

정개혁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인사평가에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공공기

관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발생주의 회계 등 예산분야에도 도입됐는데,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도 그 중 하나다. 이는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

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계량적인 성과목표를 전년도에 설정

하고, 이를 얼마나 기관이 달성했는지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예산이 품목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능한 단

위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출한다.

Hood (1991)의 연구를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를 이해할 수 있다. Hood

(1991)에 따르면 신공공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먼저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을 적극적이고 자율

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조직의 최상위 리더(named person)에 부

여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조직에 대한

책임 권한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성과의 측정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측정이 있어야 한다. 성과는 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계량적일 수록 좋다. 명백한 성과지표가

설정 되어야 신공공관리가 의도한 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

의 배분과 보상이 측정되는 성과와 연계해 관료들에 유인책을 제공한다.

법을 준수했는지 등 과정이 아닌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등 결과를

중심으로 삼는다. 또 분절화(disaggregation)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관리

가 가능한 단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인 예산이나 통제



36

가 아닌 분권화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신공공관리적 제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 있어 부처의

리더인 장관에게 기대되는 바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료들이 재정

성과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신공공

관리에서 전략(strategy)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도 리더와 관련이 있다.

전략은 “조직의 미션과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최고 관리

자의 계획 (Wright 외, 1998 재인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60년대

부터 경영에서 강조된 유사한 개념인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은

‘계획, 집행, 통제 시스템을 조직의 미션과 목적에 포괄적인 관리’

(Vinzant & Vinzant, 2000 재인용)를 의미한다. 전략이나 전략적 기획이

왜 신공공관리에서 강조되는가? 신공공관리에서는 사명지향적 관리

(mission-oriented management)가 중요하다.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자율

성을 준다면 관료들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문제

가 등장한다. 그 기준은 조직의 목표로, 과다한 규정 대신 조직의 목표나

미션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사명달성에 조직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자

는 것이다. 이러한 미션 수행의 결과로서 성과를 제고하는 게 중요해진

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료가 목표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2. 장관의 전략적 리더십 (Strategic Political leadership)

그렇다면 신공공관리가 요구하는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공공관리

론의 조류에서 장관과 같은 정치적 피임명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전

략적 리더십이다. Tiili (2008)는 신공공관리 개혁이 이루어진 핀란드 정

부에서 장관들이 새롭게 요구된 전략적 리더십(strategic political

leadership)을 잘 수행했는지 분석하였다. 이제 정치적 피임명자들은 조

직 전반의 목표와 정치적이고 주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 세부

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관료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장관이 자율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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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목표를 추진하듯이, 장관도 부처 하위의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들은 정치적 리더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 그가 14명의 장관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핀란드 장관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위임하지 못하고 전략적 업무에 집중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Vabo (2000) 역시 신공공관리에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전략

적 리더십(strategic leadership)’이라 하였다. 그는 이러한 리더십은 일상

적이고 세부적인 이슈나 업무가 아닌 전반적이고 원칙적인 특성을 다룰

때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치인의 전략적 역할은 분권화(decentralization)

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제 리더십은 정치인과 행정 관료의 밀접한 관

계를 지양하고, 세부업무나 작은 이슈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직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목표설정, 예산, 기획, 평가 같은 일반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이러한 자원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공공관리 행정개

혁으로 노르웨이 지방정부에서 정치인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전통적으로 지방 정치인은 의회의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하고 단일한 이

슈와 세부업무를 다루었다. 그러나 대민서비스 업무는 일선 관료에게 맡

기고 리더는 일반적이고 주요한 업무들에 집중해야 한다.

제2절 가설 설정

리더십은 사람들이 한 가지 조직목표를 향해서 협조하도록 동기화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섭 외, 2008 재인용). 리더십이 조직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맥락주의론은 조직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더의 교체나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

는 반면 개인주의론은 조직이 성과를 내는 데 리더인 책임자의 역할과

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연구들에서 성과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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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변수 중 여전히 리더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

이다 (Northouse, P, 2013). 신공공관리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성과의 차

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는 이유도 (O’Toole & Meier 2003),

이들이 조직 전체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준기 외, 2009).

장관이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라면, 그렇다면 장관의 짧은 임기

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교체가 성과를 해칠 것이라는

통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Alderman (1995)은 영국 장

관의 잦은 교체에 대한 비판은 편견이라고 한다. 즉 장관의 빈번한 교체

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에 짧게 머무는 장관들은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 내각에서 이 장관들은 협소하고 미시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장관교체의

인사이동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장관교체가

장관의 활력과 적극적인 정책수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의 잦은 교체와 짧은 임기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더 많으며 논의가 풍부하다. 첫째, Ingraham

(1987)와 Wood 와 Marchbanks (2008)는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를 중심

으로 설명한다. 충성심은 정치적 피임명자와 대통령을 매개하는 핵심적

인 요인이다. 엽관제의 장점은 충성심(loyalty)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정치적 피임명자의 성공적 업무 수행은 충성심을 매개로 가능하다.

전문성, 이해집단과의 관계, 상징성, 등 다른 요소들보다 충성심은 대통

령들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피임명자를 선택할 때 꼽히는

주된 요소로 꼽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충성심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피임명자,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부처에 관철하고, 부처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장관 스스로 재임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교체가 빈번해 장관직이 정치적 수단과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본래 대통령과 장관을 매개하는 충성심이 약해진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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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관의 연결이 단절되면, 이는 장관과 부처 내 관료들의 단절로 이어

지고, 부처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약해진다.

둘째, 짧은 시간은 장관과 관료의 관계를 해친다. 장관의 리더십이 발

휘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인데 (김병섭, 2006)

짧은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 Heclo (1977)에 의하면 정치적 피임명자는

행정관료와 상호작용해 성과(mutual performance)를 낸다. 즉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조건적인 협력을 하고,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

호작용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은 필요조건이라고 역설한다.

장관과 부처의 관료가 상호작용하고 서로 학습효과를 통해 긍정적 시너

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상당기간 동안

관료들이나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지지를 받은 장관만이 관료에 대

통령이 의도한 정치적 변화를 불어넣을 수 있다.

또 장관의 교체는 고위직의 관료들의 교체로 이어져 (Helco, 1977), 장

관의 잦은 교체는 관료의 잦은 교체로 이어진다. 교체된 장관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사교체를 단행하기 때문이다 (안병만, 2001; 김지희,

2000). 국⋅과장급 평균 재임기간이 국장급은 약 12개월, 과장급은 14개

월로 내각제 및 대통령제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짧음은 이를 방증한다

(김지희, 2000). 이로 인해 공무원의 책임의식은 저하되는데, 장관의 교체

로 인사단행이 자주 이뤄져 업무분장이 변화되기에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관료가 업무를 학습하고 원숙한 행정을 펼칠 충분한 시간

이 주어지지 않아 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수 없다. 관료의 교체는 유관

행정기관에 연쇄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며, 정책관여자 간 연대의식을 저

해하고, 행정업무의 비일관성은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의 장애요소가 된

다 (안병영, 2001; 박동서 외, 2003).

셋째, 장관의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을 해친다. 장관의 잦은 교체는 관

료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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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graham (1987)에 따르면, 공직자의 지나치게 짧은 임기는 공직자

가 임명에만 급급하고 성과는 신경 쓰지 않게 한다. Thompson (1994)

은 19세기 미국 행정부에서 엽관제적 인사임용을 예로 들으며 잦은 정권

교체와 관료교체에 따른 공무원조직의 대거 교체가 공무원 사기를 저하

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파기했다고 말한다. Eldridge (1989)

등은 정부조직의 형태와 상관없이, 잦은 리더의 교체는 조직의 장기적

전략방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Rainey

(2003) 역시 정치적으로 최고리더의 교체는 공공조직이 계획을 도입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데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김병섭(2012)은 장

관의 임기가 평균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장관의 교체에 따른 정책이나 제

도개혁의 실패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O’Toole 과 Meier (2003)는 기

관장의 임기가 긴 경우 중앙행정조직의 관리 측면의 안정성과 성과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장관이 리더십을 기르고 발휘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박

동서 외 (2003)는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이 가장 빈번하게 교체된 보건복

지부를 예를 들며 장관의 교체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정책 등

치밀한 준비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임명된 장관이 부처의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과

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짧은 임기가 장관의 업무

능력이 성숙할 기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임기간은 기관장이 리더

십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리더십 역량이 있다면 이를 행사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역량이 없다면 이를 키워나갈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Heclo, 1977). 장관의 충분한 임기는 지식의 축적,

판단능력 향상, 판단력, 책임성, 직업 공무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Dull & Roberts, 2009). 이러한 네 가지 연구들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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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장관의 임기가 짧아지면, 부처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전략목표달성도는 낮아지고 전략목표 미달성도는

높아지며 관리과제달성도는 낮아지고 관리과제미달성도는 높아

질 것이다.)

특히 장관이 부재하거나 지위가 불안정하고 자주 교체된다면, 이러한

오늘날 행정 환경에서 공공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기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따르

도록 제시되는 목표가 필요하고 이를 제시할 리더가 필요한데 (박홍윤,

2009) 장관이 없으면 조직은 단견에 머무르게 되고 장기적 시계에서 조

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상기했듯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장관의 전략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의 임기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은 관계일 것이다.

가설 1-1: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략목표 달성도는 높아질 것

이다.

가설 1-2: 장관의 공백이 발생하면 전략목표달성도는 낮아질 것이다.

앞서 Till (2008) 과 Vabo (2002)는 신공공관리에서 의도하는 바는 장

관이 부처의 상위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일상적이

고 미시적인 업무는 하위관료에게 자율성을 주고 위임하는 것이라 하였

다. 따라서 관리과제 달성도의 경우 장관이 미치는 영향이 전략목표와는

다를 것이다. 관리과제의 경우 일상적이며 관료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인 시계가 필

요하지 않고, 관료의 자율성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이

부재하거나 짧은 임기는 관리과제 달성도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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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장관의 임기는 전략목표와 관리과제 달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장관의 재임기간은 관리과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다.

가설 2-2: 장관의 공백이 발생해도 관리과제 달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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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장관의 임기

→

종속변수: 부처의 성과

재임기간

1. 전략목표달성도

2. 전략목표미달성도

3. 관리과제달성도

4. 관리과제미달성도

공백

통제변수

1. 교체

2. 환경요인 경제성장률
정권

3. 조직요인 총지출
인건비

4. 재정성과결정요인 관리과제예산
예산집행률

제4장 연구설계

연구설계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즉 개념 간 관계를 밝

히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최대한 제거하려는 노력이다

(김병섭, 2010). 본 장에서는 연구자가 정확하고 오류 없이 장관의 임기

와 부처의 성과 간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즉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한다.

<표 4-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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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본 연구의 핵심적 개념은 장관의 임기와 부처의 성과다. 먼저, 통상적

으로 임기와 재임기간은 혼용되거나 임기가 재임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김신영, 2012 재인용). 임기는 임기제도에서 법적으

로 정한 연한을 의미하는 반면 재임기간은 실제로 업무수행을 한 시간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기와 재임기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운영법 제 28조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이 중도에 자진사퇴하거나 교체되기 때문에 재임기간은 3년

보다 짧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인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인 국무

위원으로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나 개각의지에 따라 교체되기 때문에 법

정 임기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관의 임기와 장관의 재임

기간을 구분하기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장관의 리더십이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며, 리더십

의 발휘는 물리적인 시간에 종속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

여 임기에 주목한다. 따라서 장관의 임기를 ‘장관의 리더십이 부처에 영

향을 미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재임기간과 공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 재임기간이 리더십의 지속기간을 의미한다면, 공백은 리더십의 단절

과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동서 외, 2003). 이처럼 각 시간의 속성

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이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에서 단순히 재임기간만 고려하지 않고

공백이나 교체 등 임기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데서

착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장관의 임기를 국회로부터 최종 동의를 얻고 위임 받은 시

기부터 사임한 시기까지의 기간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예: 김호균,

2001). 그런데 1년 사이에 장관의 교체가 발생해 같은 해에도 여러 명의

장관이 재임한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해의 장관 재임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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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수 없고, 리더십이 지속될수록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가설을 검증할 수 없어 구성타당성을 해친다.

본 연구는 부처가 Y-1년도에 세운 목표를 Y년도에 달성했는지를 연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Y년도 성과에 미친 Y년도 장관의 재임기간을 살

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기준으로 리더십의 지속성을 반영

할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이 재임기간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2009년 환

경부 이만의 장관이 성과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 2009년 환경부 장관

의 재임기간을 478일로 산정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2008년 3월 11일

에 취임해 2011년 5월 31일에 사임했기에 임기는 1176일이었다.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의 재임기간은 296일이었고,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임기간은 660일이기에 이를 평균을 낸 478일을 2009년 환경

부장관의 재임기간으로 하였다. 그의 임기가 2011년까지 지속됐기 때문

에 2009년에도 1176일 간 지속된 리더십이 발휘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2009년을 지나면서 이만의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연초와 연말을 기준으로 평균을 냈다. 교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

초와 연말 대신 전임자의 연초와 사임일자, 후임자의 취임일자와 연말을

기준으로 각각 평균을 냈고, 이렇게 계산한 각 장관의 재임기간을 발휘

된 기간을 고려해 합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환경부 장관은 이만의에

서 유영숙로 2011년 5월 31일에 교체되었다. 2011년 이만의의 재임기간

은 1101일, 유영숙은 107일이다. 2011년 5월 31일, 즉 149일간 이만의의

리더십이 발휘됐고, 나머지 기간인 216일 동안 유영숙의 리더십이 발휘

됐다. (1101x149)+(107x216)=512.794일로 2011년 장관의 재임기간을 도출

했다. 장관의 부재를 뜻하는 공백은 전임자의 사임일자와 후임자의 취임

일자의 차를 계산했다. 예를 들어 2010년 행정자치부는 이달곤에서 맹형

규 장관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42일의 공백이 발생했다.

독립변수인 재임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의 기준으로 평균을 사용하

였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2008년에 세운 계획과 목표에 따라 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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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재정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성과를 2010년에 평가한다. 그래서

2010년에 공개된 2009년의 부처 성과평가보고서는 2009년에 집행된 모

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9년 집행된 재정사업은 특정시점에

일괄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2009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월별로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1년 동안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

를 내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2009년 환경부의 성과를 이끈 이만의

장관이 처음부터 재임기간과 경력이 660일인 장관이라 할 수 없다.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장관의 임기도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

초와 연말을 기준으로 장관의 임기를 계산하고, 그 평균을 도출하였다.

장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연초부터 첫 번째 장관이 사임한 일자, 두 번째

장관이 취임한 일자부터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부처의 성과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정의하기 어려우나, 이

논문에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지표의 달성도로 측정한다. 재

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미션과 전략에 기초해 부처가 집행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 목표치를 설정한다. 프로그램 집행 후, 재

작년에 설정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즉 부처의

각 프로그램이 이전에 설정한 국가 전체의 비전과 미션에 따라 연속성

있게 추진됐는지 평가한다. 그래서 이는 장관의 리더십 → 비전과 미션

설정 → 정책성과 → 국민의 삶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설의 전제가 되

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또 선행연구에서 이 제도

의 성과지표에 대해 주목도가 낮아 지식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3. 통제변수

연구의 내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변수 외에 부처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김병섭, 2010). 부처의 성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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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나, 앞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직특성요인으로는 총지출과 인건비, 외부환경요인으로 경제

성장률, 대통령지지율, 재정사업결정요인으로는 예산규모와 집행률을 설

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교체를 통제변수로 삼았다.

4. 데이터

독립변수에 대한 자료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나 신문기사를 통해 파악

하였다. 종속변수의 자료는 중앙부처가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목표 달성도

와 관리과제 달성도를 수집하였다.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09

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 까지 7개년치의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 목표에

맞게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중앙부처 중 해당 부처의 장이 장관으로 대표

되는 부처의 자료를 수집했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문

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

부,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

통부 등 총 25개 부처다. 성과보고서에서 각 부처의 총지출과 인건비, 재

정사업예산과 집행률 등 통제변수를 파악했다. 대통령의 정치권력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는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달성도를 이용

했다. 예를 들어, 2013년 법무부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표2>)을 보

면, 달성률이 68%, 미달성률이 16%다. 이는 2013년 법무부의 관리과제

지표 75개 중 100%이상 130%미만 달성한 지표가 68%(51개), 100%미만

달성한 지표가 16%(12개)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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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5 10

부문 과제수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일반재정 36 65 9 44 12

정보화 5 10 3 7 -

합계 39
75 12 51 12

100% 16.0% 68.0% 16.0%

<표 4-2> 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달성도 예시

관리과제별 성과달성도 총괄현황

(단위: 개)

(출처: 2013 회계연도 법무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달성비중에 10,000을 곱했는데 (예: 0.68*10000=68000), 이는

종속변수의 변이를 크게 하여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최

연태⋅김상헌, 2008).

패널데이터는 여러 개체에 대해 그 현상이나 특성을 일련의 관측시점

별로 기록해놓은 것이다 (민인식⋅최필선, 2012). 예를 들어 OECD 회원

국의 경상수지를 10년간 연도별로 기록한 것이 패널데이터다. 그래서 이

는 장관이 이끄는 25개 부처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

안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달성도를 반복적으로 관찰한 패널데이터다. 그런

데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

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조직개편되어 각

부처의 조직목표와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처로 코딩하였

다. 그래서 2013년부터 생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

산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의 관찰치를 측정했다. 따라서 각 개

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서로 다른 불균형패널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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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β₀ + β₁⋅tenure + β₂⋅vacancy + β₃⋅turnover + ...

+ β₄⋅president + β₅⋅economy + β₆⋅expense + β₇⋅labor +

... + β₈⋅budget + β₉⋅implementation + ε 

Y=재정성과목표달성도 (%), tenure=재임기간 (일), vacancy=공백

(일), turnover=교체 (회), president=대통령지지율 (%),

economy=경제성장률 (%), expense=총지출 (억), labor=인건비 (억),

budget=재정사업예산(억), implementation=재정사업예산집행률 (%)

5. 계량분석방법

다음과 같은 다중선형회귀식을 세우고 수집한 자료가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STATA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그림 4-1> 다중선형회귀식

그런데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볼지,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 고정효과는 오차항을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는 반면 확률효과는 오차항을 확률변수로 가정하기에

접근과 해석이 다르다 (민인식⋅최필선, 2012). 따라서 어떤 방법이 적절

한지 판단하는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값이 0.0317로

0.01보다 크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확률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이다’)이 기각되지 않는다 (참고: <부록1>). 따라서 분석에서 고정

효과보다 확률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를 이용

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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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취임연도 재임기간평균
(년)

총
(명)

이명박

2009 1.9

1.7

12

2010 2.0 7

2011 1.6 17

2012 1.4 3

박근혜

2013 1.9

1.6

21

2014 1.8 12

2015 1.3 9

평균 1.8 11.57

총 81 명

제5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1절 기술통계량

1. 연도별 임기, 공백, 교체, 출신배경

1) 장관의 재임기간

<표 5-1> 장관의 재임기간 현황

이는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한 재임기간이 아닌, 2009년부터 2015년

까지 새로 취임한 장관을 대상으로 취임일자 부터 사임일자까지 시간을

계산해 정리한 자료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취임한 총 81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8년 (653.5일)이다. 이는 장관의 재임기간이 2년이 채 되

지 않음을 뜻한다. 최단기간은 104일 (2014.04.02.~2014.07.15)로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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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강병규 장관이다. 최장기간은 2214일, 약 6년 동안 (2009.07.17 ~

2015.08.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현병철 장관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신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약 2년의 재임기간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데 (Heclo, 1977; 조석준, 1992; 박천오, 1995; 박동서 외

2008), 이러한 점에서 한국 신임 장관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터득하고, 시

행착오를 거쳐 실책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업무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시

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매해 평균 11.57명의 장관이 취임하였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취임 첫

해에 임명한 장관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명, 9명으로 해가 지나면서

새로 임명하는 장관들이 줄어들었다. 이명박정부의 취임 첫해(2008년)의

자료는 없으나,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지나며 장관의 임명이 줄어들고,

2011년에 장관의 새 취임이 증가하는데 이는 임기 말 개각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5-1>)

<그림 5-1> 연도별 (2009~2015년)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 추이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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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취임연도
공백
(일) 총

이명박

2009 85

561
2010 435

2011 41

2012 0

박근혜

2013 315

4952014 82

2015 98

평균 150.8

상관분석 결과 취임연도와 재임기간 간 상관성은 없었고 (p=0.6279 >

0.01), 정권과 재임기간 간 상관성도 없었다 (p=0.7257 > 0.01). 그러나

자료가 모든 장관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고, 각 대통령 임기의 매년 자

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자료의 보충이 필요하다.

2) 장관의 공백

<표 5-2> 연도별 장관의 공백일수

공백의 최장기간은 185일로,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장관이

2010년 6월 30일 사임하고, 김영란 장관이 2011년 1월 1일에 취임할 때

발생하였다. 앞서 살펴 본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 2011년에서 장관 취임

이 새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년도인 2010년에 공백이 다수 발생했

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4년 치를 조사하고, 박근혜정부는 3년 치를 대상으로 조

사했음을 감안할 때, 총 공백일수 발생은 각 561일과 495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관분석 결과, 정권과 공백 일수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



53

출신 임명기준 인원수(명) 비중(%)

내부 유관부처출신관료 38 37.25

타부처출신관료 10 9.8

외부 전문적임용 28 27.5

정치적임명 26 25.5

총 102 100

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3 < 0.05).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직의 공

백이 이명박정부보다 많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3) 장관의 출신배경

장관의 유형을 분류한 기준은 민병익⋅이시원 (2007) 연구를 참조하였

다. 이들은 임명기준을 실적성, 연고성을 중심으로 대별하고, 실적성은

주요 경력, 해당부처 유관기관이나 해당부처 출신여부를, 연고성은 정실

성(학연, 지연, 혈연 등)이나 엽관성(대통령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당료

등)을 지표로 삼았다. 본 연구는 내부임명을 유관부처 출신 관료, 타부처

출신 관료로 구분하였고, 외부임명으로 전직 경력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출한 경우 전문적임용, 그 외에 엽관성이 기준인 경우 정치적 임명으

로 분류하였다.

<표 5-3> 장관의 출신배경 현황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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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연도
교체 기관 (수)

비중
1 회 2 회 총

이명박

2009 11 0 19 57.9%

2010 7 0 19 36.8%

2011 11 2 19 68.4%

2012 1 1 19 10.5%

박근혜

2013 15 1 19 84.2%

2014 11 0 21 52.4%

2015 7 1 21 38.1%

<그림 5-2> 장관의 출신배경 비중

정치적 임명과 전문적 임용의 비중은 각각 26%, 27%로 비슷했다. 유

관부처는 37%, 타부처 출신 관료는 10%다. 합쳐서 47%로 우리나라의

장관은 외부 임명(43%)보다 관료 출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 교체

<표 5-4> 정권별 교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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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평균

재임기간
(년)

공백
(일수)

미달성
전략목표

(%)
국가인권위원회 3.4 12 18.5

외교통상부 2.9 30 11.1

감사원 2.5 260 22.5

금융위원회 2.5 25 16.8
교육과학기술부 2.3 0 10.7

국토교통부 2.2 9 24.1

법무부 2.2 20 18
문화체육관광부 2.0 35 24.3

방송통신위원회 1.9 56 15.7
통일부 1.8 0 11.5

기획재정부 1.7 0 16.9

공정거래위원회 1.7 94 32.3
미래창조과학부 1.7 48 10.4

산업통상자원부 1.6 0 20.3
농림수산부 1.6 0 17

여성가족부 1.5 33 16
고용부 1.5 16 31.8

교육부 1.4 0 7.6

보건복지부 1.4 64 12.4
국방부 1.4 0 38.5

국토해양부 1.3 41 24.1
행정안전부 1.3 80 11.5

해양수산부 0.8 110 15.6

매 년 장관이 교체된 부처 현황이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즉 2009년의

총 부처 19개 기관 중 장관이 1회 교체된 기관은 11 곳이고 2회 교체된

기관은 없다. 비중은 전체 기관 중 교체된 기관의 비중을 의미한다. 교체

의 비중은 박근혜 정부 취임 첫 년도에 가장 높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교체 비중이 가장 낮다. 정권 별 교체 비중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475 > 0.05).

2. 부처별 재임기간 및 성과

<표 5-5> 부처별 평균 재임기간 및 미달성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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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3 219 38.5
환경부 2.8 0 7.2

재임기간 공백 교체 경제 대통령 총지출 인건비 예산

재임기간 1

공백 -0.0804 1

교체 -0.4071* 0.0789 1

경제성장 0.0811 0.2075* -0.0314 1

대통령 -0.0441 0.1456* 0.1493* 0.3399* 1

총지출 -0.1446* -0.0869 0.0724 -0.0109 -0.0435 1

인건비 -0.0737 -0.0835 -0.0182 -0.0057 -0.0082 0.2453* 1

예산 -0.0826 -0.0711 0.0365 0.0146 -0.0365 0.7870* 0.1006 1

예산집행 0.0280 0.0503 -0.0365 -0.0600 -0.0986 0.0896 0.0561 0.012

부처별 평균 재임기간의 순위는 위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4년으

로 가장 길었고, 해양수산부가 0.8년으로 가장 짧았다. 전략목표의 미달

성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환경부(7.2%)이며 가장 높은 부처는 국방부

(38.5%)이다.

제2절 가설검정 결과

<표 5-6> 상관관계 결과

*p < 0.1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상할 수 있었듯이 장관의 재임기간과 교체

는 10% 유의수준에서 상관성이 있다 (p=-0.4071). 즉 교체가 많아질 때

재임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총지출이 높아질 때 인건비가 높아졌고,

예산도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총지출이 조직의 규모를 의미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부처인 경우 인건비나 재정사업액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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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VIF

총지출 2.89

예산 2.71

경제성장률 1.18

대통령지지도 1.18

인건비 1.10

공백 1.08

교체 1.05

예산집행률 1.04

Mean VIF 1.53

변수
전략목표

달성도

전략목표

미달성도

관리과제

달성도

관리과제

미달성도

재임기간
0.8928587

(0.080*)
-0.7317681 0.4119179

-0.3771242

(0.069*)

공백
-8.642361

(0.081*)
2.21552

9.897089

(0.007*)

-8.272058

(0.000*)

교체 245.6118 -321.5829 147.2225 -114.2819

경제성장률 18.0832 -94.27969
-187.848

(0.000*)

68.41255

(0.018*)

대통령지지도 4.836294 16.30741 7.625485
16.7373

(0.001*)

총지출
0.0030186

(0.047*)

-0.0025064

(0.063*)
-0.0003529 -0.0000232

인건비 -0.00493 0.0093401 -0.0002466 0.0069891

관리과제예산 -0.0019617 0.0012623 -0.0002955 0.0009324

예산집행률 -197.6929 -164.9189 -101.2171 -14.26006

<표 5-7>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VIF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

심해야 하는데, 확인 결과 1.53으로 10보다 작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가설 1: 장관의 임기가 짧아지면, 부처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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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유의확률

재임기간 0.9082662 0.077*

교체 218.4213 0.322

대통령지지도 3.44023 0.788

경제성장률 -5.892003 0.937

총지출 0.0029836 0.056*

인건비 -0.0041279 0.651

관리과제예산 -0.001831 0.323

예산집행률 -213.6312 0.775

부처의 성과를 전략목표 달성도, 전략목표 미달성도, 관리과제 달성도,

관리과제 미달성도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재임기간이 길어질수

록 전략목표달성도가 높아졌다. 공백이 발생할수록 전략목표 달성도가

낮아졌다. 2) 재임기간과 공백은 전략목표 미달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재임기간은 관리과제 달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

데 공백이 발생할수록 관리과제달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임기간이 길어지면 관리과제미달성도가 낮아졌다. 즉, 성과가 더 좋아

졌다. 그런데 공백이 발생하면 관리과제미달성도가 낮아졌다. 즉 기관장

의 공백 때 미달성하는 관리과제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

임기간은 전략목표달성도를 높이고 관리과제미달성도를 낮추는 데 기여

했으며, 공백은 전략목표달성도를 낮추어, 모든 지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의 성과를 낮춘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특히 전략목

표달성도는 재임기간과 공백에 모두 영향을 받는 지표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재임기간과 공백을 따로 분석하였다.

가설 1-1: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략목표 달성도는 높아질 것

이다.

*p < 0.1

앞서 살펴본 결과처럼, 공백을 제외하고 재임기간만 분석해도 전략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08에서 0.07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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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유의확률

공백 -9.329455 0.061*

교체 95.55923 0.644

대통령지지도 5.007764 0.699

경제성장률 26.52074 0.731

총지출 0.0028659 0.059*

인건비 -0.0056201 0.512

관리과제예산 -0.0019272 0.284

예산집행률 -177.9405 0.807

변화하였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총지출이 커질수록 전략목

표달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조직의

규모를 의미하는데, 조직이 클수록 전략목표라는 상위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설 1-2: 장관의 공백이 발생하면 전략목표달성도는 낮아질 것이다.

*p < 0.1

공백이 발생하면 전략목표달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총지출은 앞서 재임기간과 마찬가지로 전략목표달성도와 정

(+)의 관계가 있었다.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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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유의확률

공백 9.63317 0.008*

교체 83.48641 0.525

경제성장률 -184.6286 0.000*

대통령지지도 7.847384 0.341

총지출 -0.0004387 0.689

인건비 -0.0005825 0.933

관리과제예산 -0.0002762 0.832

예산집행률 -83.19322 0.872

변수 계수 유의확률

재임기간 .3718476 0.281

교체 183.0915 0.210

대통령지지도 9.498138 0.262

경제성장률 -171.2848 0.001*

총지출 -.0003174 0.769

인건비 -.0010909 0.867

관리과제예산 -.0003757 0.770

예산집행률 -44.74421 0.930

가설 2: 장관의 임기는 전략목표와 관리과제 달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장관의 재임기간은 관리과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다.

p* < 0.1

재임기간은 관리과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2-1

은 지지되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관리과제달성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 2-2: 장관의 공백이 발생해도 관리과제 달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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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유의확률

공백 4.504247 0.352

교체 -130.854 0.526

경제성장률 -98.87545 0.207

대통령지지도 15.13317 0.243

총지출 -.0024689 0.040*

인건비 .0105671 0.077

관리과제예산 .0012725 0.377

예산집행률 212.5243 0.718

장관의 공백은 관리과제달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0.008 < 0.1)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이는 공백이 발생할수

록 관리과제달성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경제성장률은 관리과제 달성도

와 부(-)의 관계가 있었다. 즉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관리과제달성도

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백이 관리과제달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흥미롭기 때문에, 장관의

공백이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가

적으로 세웠다. 공백이 전략목표의 미달성도와 관리과제 미달성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면 관리과제의 달성도를 높인다는 결과의

일관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3-1: 장관의 공백이 발생하면 전략목표 미달성도는 높아질 것이다.

*p < 0.1

공백은 전략목표 미달성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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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유의확률

공백 -5.613529 0.040*

교체 1.829054 0.986

경제성장률 65.60779 0.086

대통령지지도 17.16695 0.006*

총지출 -.0004039 0.489

인건비 .0094462 0.001*

관리과제예산 .0013472 0.054*

예산집행률 412.5281 0.150

가설 3-2: 장관의 공백이 발생하면 관리과제 미달성도를 낮출 것이다.

*p < 0.1

그런데 분석 결과 공백은 관리과제 미달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즉, 장관의 공백이 발생하면 미달성되는 관리과제의 비중이 낮아져,

성과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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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한국 장관의 짧은 임기는 부처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처

의 성과를 측정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신공공관리론

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의도한 대로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관에게

는 리더로서 장기적 시계를 갖고 조직의 궁극적 목표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를 하는 데 집중하고, 하위 업무는 관료에게 자율성을

주고 맡기는 전략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과(科)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목표인 관리과제목표에 장관

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관이 부재하

면 전략업무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만, 관리과제는 관료가 수행하기 때

문에 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계량분석 결과 장관의 임기가 전략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전략목표

달성도가 높아졌다. 또한 장관의 공백은 전략목표의 달성도를 낮추었고,

장관의 공백이 증가할수록 미달성하는 전략목표가 많아졌다.

둘째, 장관의 임기는 과단위의 관료가 수행하는 관리과제달성도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장관의 재임기간은 관리과제를 달성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장관의 공백은 관

리과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추가분석 결과, 일관되게

장관의 공백은 미달성되는 관리과제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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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전략목표
달성

전략목표
미달성

관리과제
달성

관리과제
미달성

재임기간 + -* x -

공백 - + + -

<표 6-1> 연구결과 정리

*공백을 제외하고 재임기간과 전략목표 미달성의 추가 분석 결과, 

p=0.057 < 0.1로 재임기간이 높아질수록 전략목표 미달성도가 낮아졌다. 

2. 연구의 시사점

장관의 재임기간은 전략목표에는 달성도와 미달성도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리과제 달성도에는 가설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장관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에 더 직접적으로 미친다

는 뜻이다. 전략목표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관의 임기가 짧으면 학습시간이 짧아 성과를 더 내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장관이 부재하면 부처에서 전략적 지도를 할 리더가 없어지기 때문

에, 타격이 될 것이다. 장관의 공백은 전략목표달성도를 낮추고, 미달성

도를 높이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전략목표와는 달리 관리과제가 장관의

임기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부처의 관료들에 관

리과제의 업무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장관의

재임기간과 공백은 부처의 전략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공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를 가진 전략적

기획이 필요한데 (박홍윤, 2009), 이러한 점에서 과도하게 짧은 임기나

공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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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관의 임기가 관리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가설과

달리, 장관의 공백은 관리과제의 달성과 미달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관이 부재할 때 하위관료의 자율성

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성과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다. 혹은 최고 상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관료들이 책임성을 더 느껴 업무

수행에 노력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 장관의 부재로 부처의 전략업

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략목표달성에 사용될 인적·물적 자원이 관리

과제를 달성하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관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성과제고로 이어진다는 신공공관리론으로 해석할 수

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관의 부재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백은 조직의 전략달성도가 낮아지는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관이 부재할 때 상기한 이유로 관료들이 관

리과제업무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여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공백

이 장기화됐을 때는 오히려 조직 전반을 이끌어가고 관리과제와 연쇄적

으로 이어진 성과목표, 전략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 전반의

성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의의

첫째, 장관의 짧은 임기가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

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필요성을 주장한 명제를 검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관연구 자체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이 질적 연구나 주관적 인식조사에 의존

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지표인 성과지표와 임

기를 이용해 계량 분석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 장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부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장관의 짧은 임기가 전략목표달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장기적 시계를 갖고 부처를 이끌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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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임기가 지금보다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 임명지연, 갑작스러운

교체 등은 지양돼야 한다. 결국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

는 데 있어 장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

셋째, 목표수준에 따라 성과를 구분하여 장관의 리더십이 부처에 미치

는 범위와 차별적인 영향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신공공관리론의 명제들

이 한국 부처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의 부처의 운영은 장관은 상위목표인 전략적 업무를, 관료는 기본 재정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분권화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장관에게 관

료의 자율성을 더욱 인정하는 전략적 리더십을 행사하여 성과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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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Minister’s tenure

on Ministry’s performance

Yea-Seul, Hur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length and vacancy of

minister, two determinants revealing political appointee’s continuity,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length of South Korea

minister’s tenure has been the shortest among the world. Local

scholars have worried that such frequent turnover of ministers would

bring negative impact on public sector, hampering st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continuity of polic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approach to answer this ques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tries rigorous research, using panel data from 2009 to 2017 of

25 ministries. It is revealed that short tenure and vacancy do have

negative impact on performance. Surprisingly, vacancy of minister has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of ministry.

keywords : minister, political appointee, tenure, vacanc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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